3장. 뉴 리바이어던 시기 혁명 전략의 기본 원칙

위의 서론에서 이미 밝혔듯이, 이 책은 그 자체로 목적인 학술적 작업이 아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엄폐물 삼은 반혁명 공세에 맞서 계급투쟁을 위한 정세인식과 전략·전술을 명확히 하
기 위한 하나의 기여다. “맑스주의는 그 핵심 정수에서 혁명적 행동을 위한 일련의 방침이
다”1)라는 트로츠키의 격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맑스주의적 분석이
현 시기 혁명적 투쟁에 어떠한 결론을 가져오는지 논의하는 것이 긴급히 필요하다.
현 3중 위기가 혁명가들에게 비상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이 있을 수 없다. 노동
자계급과 피억압자는 1929년 이후 최악의 경제공황의 결과들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 동시에
부르주아 국가의 억압기구가 동원되고, 인민은 글로벌 록다운 때문에 집에 머물도록 강제되고
있으며, 집회와 시위가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나라들에서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병행
하여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두려움 아래 살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자본주의 반
혁명 정치 쓰나미다!
이 반동적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한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이 혁명가들의 으뜸가는 임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혁명적 노선의 중심축을 정확히 세울 수 있도록 반혁명 노선의 중심축이 무
엇인지 규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정치 반혁명은 맑스주의자들에 의한 정치 전략을 요구한다.
앞 장들에서 설명했듯이 3개의 재난 ㅡ 3차 대공황, 리바이어던, 팬데믹 ㅡ 은 서로 연관되
어 있다. 이 영역 각각이 맑스주의자들의 강령적 대응을 요구한다. 따라서 혁명적 행동강령은
경제·정치·보건 요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팬데믹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혁명가들은 자본가계급의 무능과 계급적 편협성과 싸
우기 위한 일련의 요구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의 <보건 행동강령>에서 제시했듯이 (본서의 부
록 참조), 그러한 일련의 요구는 무료 대량검사, 감염자에 대한 격리 및 위중한 경우 병원 무
료 접근, 노동자 통제 하에 공중보건 부문 확대,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 노동
자 통제 하에 제약산업 몰수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2)
또 쏟아지는 경제적 공격에 대항하는 투쟁은 해고, 노동조건 악화, 임금삭감 등에 반대하는
요구와, 노동자통제 하에 기업 몰수, 부자들에 대한 과세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 고용
프로그램 등, 이러한 일련의 요구들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 제 권리에 대한 공격에 대항하는 투쟁은 록다운, 집회·시위 금지, 경찰·군대
의 비상권력, 감시체계 구축 등에 반대하는 요구가 필요하다.
1)

Leon Trotsky: Once Again, Whither France? Part I (1935), Monad Press, New Your 1979,
pp. 70-71, http://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36/whitherfrance/ch01.htm; 다음도
보라. Friedrich Engels: Letter to Friedrich Adolph Sorge, 29 November 1886, in: MECW
Vol. 47, p. 532
2) RCIT: A Revolutionary Action Program to fight COVID-19! Workers and Oppressed: Don’t
trust the State of the Rich and Powerful! Trust only Yourselves!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rcit/health-program-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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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3대 재난은 혁명가들에게 이 3대 영역 ㅡ 경제·정치·보건 요구들 ㅡ 을 모두 다루
는 전략 수립을 요구한다. 그리고 올바른 전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이 세 영역의 내적 배치
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로 필요하다. 우리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전 세계 지배계급들의
가장 중요한 공격 방향을 대표하는 것은 정치 반혁명, 즉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
의 전환이다.
정치적, 반민주적 공격으로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결집하고 단결하고 권리를 위해 싸울 가능
성이 금지, 억압되고 있다. 사업장이 폐쇄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이 시위와 파업을 할
수 있다 ㅡ 그리고 일부 경우에 실제로 했다 ㅡ 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규모로 조직하고
싸우는 것은 현 반민주적 공격에 의해 사실상 전부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공
격은 급증하는 해고와 임금삭감에 대항하는, 그리고 더 나은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위한 노동
자·피억압자의 투쟁 능력을 대폭 저하시킨다. 사회적 쟁점이나 보건 쟁점에 대한 민중들의 그
어떤 진지한 투쟁도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정치적 법령들과 즉시 충돌할 것이다.
따라서 반동 리바이어던에 도전하는 정치적, 민주적 요구를 동시에 제기하지 않고는 경제나
보건 분야에서 그 어떤 진지한 ㅡ 위선적이지 않은 ㅡ 요구도 제기할 수 없다.
실제로 현 위기에 대응하는 자신들의 프로그램 (강령)에서 이 같은 접근법을 세우는 데 실
패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현재 대부분의 개량주의·중도주의 세력들의 결정적인 특징이다. 그들
은 더 나은 건강 보호 대책에서부터 임금삭감·해고 반대까지 일련의 요구들을 열거한다. 당연
히, 모든 요구 하나하나가 진보적이고 필요한 요구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강령들에는 가
장 중요한 문제가 빠져 있다. 록다운 종식 요구, 집회·시위 권리 요구, 경찰국가/감시국가의
모든 측면에 반대하는 요구 말이다.
그러나 이 초보적인 결함은 그러한 강령들을 자본가와 그들의 정부에 대한 애처로운 구걸
편지로 전화시킨다! 노동자계급이 위기 때에 자본가들을 대중투쟁 없이 어떻게 양보하도록 강
제할 수 있을까? 노동자계급이 온라인 탄원서를 통해 “싸울”까?! 이런 초보적인 진실을 설명
해야 한다는 것이 당혹스럽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개량주의·중도주의 좌익들은 이것을 잊
어버린 것 같다! 대중없이 “싸우는” 그런 개량주의적인 전략은 “무릎 꿇고 반항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것은 아예 “엎드린 채 반항하는” 것이다!
레닌은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이 사회주의자들의 의식에 깊은 혼란과 사고의 억눌림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가 이러한 생각을 표명한 것은 1차 세계대전 연
간이었다). “전쟁 때문에 사고가 억눌리고 전쟁의 끔찍한 인상과 고통스러운 결과나 양상의 무게에 짓
눌려 판단과 분석을 중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러한 “사고의 억눌림”은 맑스주의 전략

내 민주주의 투쟁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키에프스키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것이 그의 모든 불행의 진정한 근원이다. 바로
이것이 그의 기본적인 논리상의 오류다. 이 오류는 그것이 기본적인 것인데다 저자가 깨닫지 못하고 있
기 때문에 펑크 난 자전거 타이어처럼 매 걸음마다 ‘터져나온다.’ 이때는 조국 방위 문제에서, 저때는 이
혼 문제에서, 또 이때는 ‘권리’에 대한 언급 가운데에서, ‘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해묵은 노예 제도의 파
괴가 문제라고 하는 멋진 (‘권리’에 대한 심한 경멸로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심한 무능력으로나 어
느 모로나 멋진) 언사 속에서 그 오류는 ‘뜻하지 않게 튀어나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사는 그가 자본
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3)
3) V.I. Lenin: Reply to P. Kievsky (Y. Pyatakov) (1916); in: LCW 23, p. 22 resp. p. 24 (강조는
원저자). [레닌 <키에프스키에 대한 회답>,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129쪽 1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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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강령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같은 실패야말로 현 시기 대다수 좌파들의
거대한 실패의 중심 특징이다. 그러나 실로 맑스주의자들이 현 조건에서 리바이어던 반혁명에
대항하는 투쟁을 ㅡ 즉 정치적, 민주주의적 투쟁 ㅡ 선전·선동의 중심에 두지 않고서 계급투
쟁을 촉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록다운 정치에 반대하는 정치적 투쟁을, 반 리바이어던 투
쟁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사실상 계급휴전 정치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 단계에
서 자본가 국가에 의한 정치적 억압에 공공연하게 도전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집회·시
위 금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재의 집회·시위 금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계급휴전 정
치, 즉 개량주의적 투항 정치에 동의하는 것이다.

팬데믹 때 계급휴전 정치는 공중보건 방어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약화시킨다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음 문제로 나아가보자. 공공연하게든, 위장한 채로든 록다운 정책
을 지지하는 많은 좌파들은 자신들이 민주적 권리 금압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
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포스트-코로나19” 시기에는, 즉 현 팬데믹의 일정 조건들이
끝날 때는 이러한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약속한다. 확실히, 몇몇 경우에 이러한 주장은
기회주의적 투항의 구실에 불과하고, 다른 경우에는 정치적 혼란의 솔직한 반영이다. 투항주
의자들과는 토론이 아니라 싸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돌발적이고 일순 세상을 마비시키는
듯한 글로벌 사태에 압도되어 혼란스러워 하는 동지들과는 토론하고, 희망컨대 설득하고 싶
다.
우리는 이러한 대중투쟁 일시 중단 정치를 위험한, 그리고 스스로 무장해제 하는 것으로 간
주한다. 첫째,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것이 예방 조치들 (손 씻기를 비롯한 그 밖의 표준 위
생 조치들, 마스크 착용 ㅡ 세계보건기구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필요하
지 않다고 여겼지만 ㅡ , 서로 간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기 등등)과 병행될 수 있고 또 병행되
어야만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둘째, 거리로 나오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부르주아 히스테리 선무행렬에 합세하는
것은 우스운 짓이다. 며칠 전 과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치사율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
했다. 이 연구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간겔트 시에서 수행되었는데, 이 간겔트
시는 일종의 “독일 우한”으로, 본서 집필 시점에 독일에서 감염률이 가장 높은 지역 (주민의
약 15%)이었다. 연구 결과, 전체 감염자 수를 기준으로 한 치사율이 0.37%로 나왔다.4)
셋째, 반복해서 말했듯이,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
을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09년 H1N1 팬데믹 (“돼지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28만4천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25

4) Dr. Hendrik Streeck: Preliminary result and conclusions of the COVID-19 case cluster
study (Gangelt Municipality), 9 April 2020. 이 연구는 다음 링크에서 독일어와 영어로 내려 받을 수
있
다
.
https://www.land.nrw/de/pressemitteilung/uebergabe-erster-zwischenergebnisse-des-forschun
gsprojekts-covid-19-case-cluster-0; 다음도 보라. KURIER: Coronavirus: 14 Prozent der
Bewohner
der
deutschen
Stadt
Gangelt
sind
immune,
9
April
2020,
https://kurier.at/wissen/gesundheit/coronavirus-14-prozent-der-bewohner-der-deutschen-sta
dt-gangelt-sind-immun/4008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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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에서 50만 명이 계절성 독감으로 사망하는 걸로 추산하고 있다.5) 코로나19 팬데믹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마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독재로 나
아가는 조치들에 반대하며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문제는 팬데믹의 심각성에 달려 있지 않
다. 과거에 20만 명이나, 30만 명, 또는 50만 명이 각종 팬데믹으로 죽었을 때 세계 어느 누
구도 감히 민주주의를 문제 삼지 못했다. 왜 사회주의자가, 또는 민주주의자가 코로나19 위기
를 맞은 2020년에는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할까?! 50만 명이 팬데믹으로 죽을 때는 민주주의
를 방어하지만, 그 보다 두세 배가 죽을 수도 있을 때는 부르주아 독재를 지지한다? 이것이
용인될 수 있는 일인가?! 다시 묻는다. 혁명가들이 아프리카에서 팬데믹이 많은 사람들을 죽
일 때는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챔피언이 되지만, 그러한 팬데믹이 유럽과 북미에 이를 때는
부르주아 국가비상사태 체제의 지지자가 된다? 이것이 용인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은 노동
귀족-배외주의적 위선을 비추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들에 대한 올바른 답을 모른다면, 맑스
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심지어는 민주주의자도 아니다!
넷째, 팬데믹 때 계급투쟁을 중단, 연기하는 것은 생활수준을 방어하고 나아가 생명을 구하
기 위한 조건을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다. 자본가계급은 권위주의적 국가기구를 확
대하기 위해, 사업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 가혹한 긴축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현 록다운을 이용한다. 이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공중보건 부문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
리고 사람들의 물질적·위생적 생활 조건도 타격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가계급이 권좌에 더
오래 머물수록 반동적 프로그램을 밀어갈 시간이 자본가계급에게 더 많아지며 민중의 생활 및
보건 조건은 더 위험해진다.
다섯째, 계급휴전이 팬데믹과 싸우기 위한 조건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지배계급에 대
한 완전히 어이없는 신뢰를 드러낸다. 어째서 자본가 지배계급이 팬데믹과 싸우는 데 더 유능
하다는 것인가?! 왜 노동자계급과 농촌·도시 빈민이 진보적인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것보다 자본가계급이 더 잘할 거라고 가정해야 하는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항하는 투
쟁은 지금 솟아나오고 있는 반동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에 대항하는 혁명적 민주주의 투쟁과
병행될 수 있고 또 병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모험주의인가, 체계적인 준비인가?
우리는 혁명적 맑스주의의 안티 팬들이 대중이 거리에 나와 싸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은 모험주의적이고 초좌익적이라며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어리석은 논리다. 첫째, 결정적인 문제는 혁명가들이 전위와 대중에게 무엇을 말하느
냐다. 혁명가들은 록다운 정책이 반동적이라고 설명하는가? 혁명가들은 노동자·피억압자가 부
르주아 국가를 신뢰해서는 안 되며, 배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직
하고 투쟁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는가? 아니면 노동자·피억압자가 록다운을 지지해야
하는가, 안됐지만 록다운을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한
채로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현 시기에 결정적인 질문이다! 처음부터 RCIT는 지배계급의 반
동적 공세의 실체를 대중에게 밝혀주고 록다운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고 대중에게 설명하는 경
5) Robert Roos: CDC estimate of global H1N1 pandemic deaths: 284,000, 27 June 2012,
https://www.cidrap.umn.edu/news-perspective/2012/06/cdc-estimate-global-h1n1-pandemi
c-deaths-2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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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만 혁명적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오직 대중의 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만이 거리의 투쟁을 촉구할 때가 왔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해야 할 일은, 록다
운 정책에 맞서 거리에 나와 싸우지 않으면 또 한 번 후퇴를 맞을 것이기 때문에 록다운에 반
대하여 싸우는 것이 필요함을 대중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의 접근법은 1차 세계대전 초기 국면에서 레닌과 볼셰비키가 취했던 것과 같다. 즉 제
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를 요구하는 비타협적인 혁명적 노선에 깔려 있는 방법 말이
다. 레닌은 1915년 제1차 치머발트 회의에 관한 글에서, 즉각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프롤레타리아트가 해야 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각국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특수한 형태로 혁명적 행동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회의에서 제기된 바 없으며, 또 제기될 수도 없었다. 이를 위한 조
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올바른 전술을 공동으로 선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운
동의 템포와 큰 흐름 내에서의 (민족별, 지역별, 직종별) 변형을 정하는 것은 그때그때 사건들에 맡
겨둬야 한다. 프랑스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나키즘적 언사에 의해 타락했다고 한다면, 밀레랑주의에
의해서도 타락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선언에서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은 채로 놔둠으로써 이
러한 타락을 가중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6)

그리고 유명한 팸플릿 <<사회주의와 전쟁>>에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임무는 제국주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화시키라는 슬로건에 의해서만 올바르게 표현된다. 그리
고 전쟁 중에 모든 일관되게 수행되는 계급투쟁과 모든 진지하게 행해지는 '대중행동' 전술은 필연
적으로 이 슬로건에 이르게 된다. 강력한 혁명운동이 강대국들의 첫 번째 전쟁 중에 불타오를지, 아
니면 두 번째 전쟁 중에 불타오를지, 전쟁 중일지 아니면 후일지 예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어
느 경우든,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작업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임무다.”7)

나아가 우리는 전 세계 나라들에서 정치적 조건이 불균등하게 발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중이 더 일찍 떨쳐 일어서는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우한이 성도(省都)인 중국 후베이
성에서,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볼리비아, 파나마 등지에서 이미 록다운과 반동적 국가 폭력에
대항하는 대중의 자연발생적인 폭동이 있었다. 브뤼셀에서는 경찰이 19세 청년을 록다운 규정
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살한 뒤 폭력적인 충돌이 일어났다.8) 계엄령 식 록다운 정책이 단지
일시적으로 대중의 분노를 억제할 수 있을 뿐, 조만간 정치적 폭발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혁명가들의 임무는 조만간에 필연적으로 닥칠 일에 대비해 전위와 대중을 준비시키
는 것이다!

6) V. I. Lenin: Revolutionary Marxists at the International Socialist Conference, September 58, 1915, in: LCW 21, p. 391. [레닌 <1915년 9월 5-8일 국제사회주의자회의에서의 혁명적 마르크
스주의자들>,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210-11쪽]
7) V. I. Lenin and G. Zinoviev: Socialism and War. The Attitude of the R.S.D.L.P. toward the
War (1915); in: LCW 21, p. 313.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52쪽]
8) AFP : Dozens detained as rioting hits locked-down Brussels, 12 April 2020,
https://www.straitstimes.com/world/europe/dozens-detained-as-rioting-hits-locked-down-b
ru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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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국가기계의 해체
배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국가기계 ㅡ 뉴 리바이어던 ㅡ 에 대항하는 정치투쟁이 중심 고
리로서 그 필요성이 긴박하게 제기되는 근저에는 국가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근본적인 평가
가 놓여 있다. 이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본가 국가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
석을 간단히 요약해보자.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영역이고, 그 다음으로 국가는 떼어내도 상관없는 정치적 맹
장 같은 것으로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맑스주의자들”이 많다. 이것은 널리 퍼진 오해다. 우리
는 그 반대가 사실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해 왔다.
자본주의는 (계급적) 대립물의 통일이다. 자본주의는 오직 경제적 생산관계와 정치적·사회
적·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총체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들 서로 다른 층위는 상호 의존적
이며 상호 의존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맑스가 ㅡ 그리고 그를 좇아 우리도 ㅡ 그냥 경제
학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부르주아 국가기구가 작업장에서
의 잉여가치 착출에 조응하는 법적 관계를 보장해주고, 필요할 경우 폭력으로 이를 집행해주
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작업장에서의 잉여가치 착출은 없을 것이다.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는
자신을 보호해줄 국가가 없다면 세계시장에서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국가는 세계적 규
모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면 관세와 대출 보증과 외교로, 심지어는 전쟁으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를 지켜준다. 나아가 피억압 계급·계층을 지배 부르주아지에게 매어놓고
서 착취와 억압에 어느 정도 타협하도록 만드는 촘촘히 짜인 이데올로기적 거미줄이 없다면,
계급갈등에 휩싸이는 사회의 모순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 대학, 언론매체의 역할이 여기서 비롯한다.
그렇다면 자본이, 그리고 그에 따라 자본주의가 상호 연관된, 그리고 그럼으로써 사회적인
노동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자본은 상품 교환과 자본에 의한
잉여가치 생산이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규제될 때에만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 법적 관
계, 사회 등의 중요성이 나온다. 나아가 자본은 가치 창출 상품인 노동력이 끊임없이 생산되
고 재생산되어야만 ㅡ 사회적 활동 (여가, 가족 등)을 통해 회복되고, 아이들의 출산과 양육을
통해 새로운 노동력으로 보전되어야만 ㅡ 존재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다시, 국가의 규제·개
입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론적으로 정식화가 나온다. ‘자본주의는 상품과 자본의 생산·재생산
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조건의 생산·재생산을 또한 전제로 하고 있
다.’ 볼셰비키 이론가 니콜라이 부하린은 1920년에 다음과 같이 적절히 지적했다. “재생산 과
정은 생산의 물질적 요소를 재생산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생산관계 자체를 재생산하는 과정
이기도 하다. 확대 재생산은 기존 생산관계의 확대 재생산을 의미한다. 기존 생산관계의 범위
와 폭은 더 커진다. 기존 생산양식은 그 구성부분들의 내적 재편성과 함께 ‘확산’된다. 자본주
의적 생산관계의 재생산은 그 내용물의 재생산이다...”9)
따라서 자본가 국가의 사회적 기능은 “중립적 활동”이 아니라, 맑스가 <<프랑스 내란>>의
첫 초안에서 표현했듯이 “계급지배 기구”로서의 그 역할에 붙매여 있는 기능이다.10)
러시아 볼셰비키 대표단은 1차 세계대전 중의 치머발트 운동을 위해 쓴 테제에서 다음과
9) Nikolai Bukharin: The Politics and Economics of the Transition Period (1920);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Kenneth J. Tarbuck, Routledge, New York 1979, pp. 83-84
10) Karl Marx: Drafts of The Civil War in France, in: MECW, Vol. 24, p.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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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말했다. “국가의 ‘본질’은 그 자신 안에 있는 중앙집권이 아니라 그것의 사회적 억압 기
능에 있다. 자본의 ‘본질’이 생산수단의 기능이 아니라 인간들 간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이
다.”11)
국가의 중심 성격이 한 계급의 타 계급에 대한 지배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레닌이 말했듯이, “국가는 특별 무력 조직이다. 국가는 일부 계급의 억압을 위한
폭력의 조직이다.”12) 이러한 국가는 독점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국내의 적 (즉 노동자계급과
민중)뿐만 아니라 외국의 적 (다른 강대국 라이벌들과 남반구 피억압 인민)에 대해서도 방어한
다. 부하린의 “제국주의 강도 국가” 범주는 이 (국가)기계에 아주 잘 들어맞는 성격규정이
다.13)
본서에서 개괄한 것처럼, 현 자본주의 3중 재난은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
세계적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일부 계급의 억압을 위한 폭력의 조직”이라는 자본가 국
가의 핵심 특징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파국적인 경제위기와 계급 간, 국가 간 모순의 급가속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시기의 자본
주의는 이와 같은 배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국가기계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기
계에 대항하는 투쟁은 어느 혁명 조직의 정치 전략에서도 그 중심에 놓여야 한다. 즉 “국가권
력의 강철주먹”14)없이 자본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면, 혁명가들은 이 반동적인 압제의 주먹을
깨부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혁명적 전략은 배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국가기계를 해체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
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다 환원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강령은 이
행강령의 모든 핵심 요소들 ㅡ 부르주아지에 대한 몰수·수탈과 은행·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
하의 국유화, 노동자·민중의 무장봉기에 의한 자본가 국가 타도와 대중의 행동평의회에 기반
한 노동자·민중 정부로의 대체 등 ㅡ 을 담고 있는 경우에만 혁명적 강령으로 간주될 수 있
다.
그러나 글로벌 반혁명 공세는 현 시기에 이러한 이행강령 내 특정한 추가적 요소를 부각시
킨다. 배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국가기계 분쇄를 위한 혁명적 민주주의 투쟁이 그것이다.
요컨대,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은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과 같
은 것이 아니며, 같은 것일 수도 없다. (또는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을 대체하지 않으며,
대체할 수도 없다.) 그러나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에 대한 투쟁을 맑스주의 강령의
핵심 요소로 배치하지 않고서 사회주의혁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혁명적 민주주의 투쟁: 새 시기 맑스주의 전략의 핵심 요소

11) Thesen über die sozialistische Revolution und die Aufgaben des Proletariats während
seiner Diktatur in Rußland (1918), in: Angelica Balabanoff: Die Zimmerwalder Bewegung
1914-1919 (1928), Frankfurt 1969, p. 152 (영역은 필자). 문체로 판단할 때 이 테제는 부하린이
초안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12) V. I.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The Marxist Theory of the State and the Tasks of
the Proletariat in the Revolution; in: CW Vol. 25, p. 407
13) Nikolai Bukharin and Evgenji Preobrashensky: A. B. C. of Communism, Vol. I, The
Marxian Educational Society, Detroit 1921, p. 124
14) Nikolai Bukharin: Imperialism and World Economy (1915), Martin Lawrence Limited,
London,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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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글로벌 반혁명 공세의 근본적인 반민주적 성격과 그 따른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
의와의 투쟁의 중요성으로 볼 때 지금 열린 새로운 시기에서는 민주주의 문제가 중심 지위를
점할 것이다. 최근의 사태발전이 민주주의 문제에 비중을 더 추가해준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
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실제로 현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는 수 년 전부터 이
미 진행된 반민주적 사태발전이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것이다.
우리는 2016년에 채택된 RCIT 강령에서 이미 이 점을 지적했었다. “민주적 제 권리를 위한
투쟁은 이러한 쇠퇴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배
계급은 필연적으로 민주적 제 권리를 침해, 유린하며 제한된 부르주아 민주주의까지도 자본주의적 보나
파르트주의와 독재로 대체하려고 애쓴다.”15)

우리는 2015년에 발표한 팸플릿에서 이 사태발전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했다.16) 여기서는
그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요약하고 이 결론이 현 정세에 갖는 적실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넘어갈 것이다. 이 팸플릿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본주의 쇠퇴기에 민주주의 문제는 반식민지 나라들뿐만 아니라 21세기 제국주의 중심부에서도
계급투쟁에서 점하는 중요성이 증대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테제다. 위 인용문 중 하나에서 레닌
은 "제국주의는 논란의 여지없이 민주주의 일반의 '부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20년의 경험은 레
닌의 테제가 제국주의 시대 전체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옳지만, 이 시대 내 서로 다른 모든 시기들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러 이유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는 확실히 대부분의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부르
주아 민주주의가 확립된 시기였음을 우리는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2008/09년 자본주의 위기
의 새로운 역사적 시기의 시작과 함께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당연히 이 질적 변화는 갑자기 일어난 것
이 아니라 선행 발전의 결과였다. 우선 자본주의 위기가 질적으로 심화되었고 따라서 부르주아지의 양보
여지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경향의 한 예로서 우리는 제국주의 나라에서 노동자계급의

일부로서 이주자 문제의 중요성과 이주자 및 난민에 대한 배외주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 밖
에 우리가 거론한 다른 특징들은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주민 감시의 끝없는 확대, 민주적 권리의
침해 증가, 늘어나는 제국주의 전쟁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말리, 시리아 등)”이다. 결론적으로, “오늘
날 이 ‘제국주의 강도 국가’는 국내와 국외에서 모두 지배계급의 점점 더 공격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미 몇 년 전에 RCIT는 2008년에 시작된 역사적 시기 이래로 어떻게 부르주아
지의 반민주적 공세가 가속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또 민주적 권리에 대
한 그러한 공격의 중대한 요소들을 확인해냈다. 우리는 2020년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예
견하지 못했고 할 수도 없었지만, 배외주의와 보나파르트주의 국가의 역할 증대에 대해 경고
했다. 그리고 민주주의 문제가 노동자·피억압자의 해방투쟁에서 그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주의 문제의 현실 관련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레닌과 트로츠키의 접근법에 기초해 있

15)

RCIT:
Manifesto
for
Revolutionary
Liberation
(2016),
p.
12,
https://www.thecommunists.net/rcit-program-2016/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강령
2016:
쇠퇴하는
자본주의에
맞선
해방투쟁의
임무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rcit-manifesto
-2016-korean/]

16) Michael Pröbsting: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the Imperialist Countries Today,
August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democracy-vs-impe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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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맑스주의 고전들은 민주주의 문제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중요한 요소라고 항상 강조
해왔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시작 몇 달 전에 레닌은 민주주의 문제의 현실 관련성을 과소평
가한 동지들을 겨냥하여 논박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썼다.
“이 견해 [민족자결은 자본주의하에서는 불가능하며 사회주의하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제국주의적
경제주의자’의 견해 - 역자]는 민주주의의 의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민주주
의 없이는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1)프롤레타리아트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의해 사회주의혁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 수 없고, (2)일단 승리한 사회주의도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승리를 공고히 하고 인류를 국가의 소멸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17)

이로부터 혁명적 전략 내 민주적 제 권리 투쟁의 중심 지위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는, 특히 제국주의는 민주주의를 환상으로 만든다. 그럼에도 동시에 자본주
의는 대중들 사이에서 민주주의적 열망을 낳고, 민주주의적 제도를 만들어내며, 제국주의의 민주주
의 부정과 대중의 민주주의 지향 사이의 적대를 격화시킨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는 오직 경제적
혁명에 의해서만 타도될 수 있지, 민주주의적 개조 — 가장 ‘이상적인’ 것일지라도 — 에 의해서는
타도될 수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훈련되지 않은 프롤레타리아트는 경제적 혁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18)

다양한 비평가들은 RCIT가 민주주의 문제에 중점을 둠으로써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목표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비난해왔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터무니없는 말은 사양해 왔다. 첫째, 민주
주의 투쟁은 계급투쟁의 일부분이고 그것과 분리되지 않는다. 둘째,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ㅡ 개량주의적 각도가 아닌 혁명적 각도에서 접근한다면 ㅡ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을 발
전시키고 첨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문제를 개량주의적
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지배계급에게 청원하는 고립된 호소로서가 아니라, 혁명적 방식으로,
즉 노동자·민중을 모아내는 규합 슬로건으로서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과거 문서들에서 설명했듯이 혁명적 맑스주의자와 기회주의적 수정주의자 간의 주된
차이점은 양자 모두 민주주의 요구들을 제기한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그보다는 이 민주주의
요구들을 어떻게 제기하느냐, 그리고 이들 요구에 대해 한계를 설정하느냐 여부에 있다. 위에
서 언급한 팸플릿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수정주의자들과 우리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
약하고 있다.
“i) 수정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슬로건을 일관되게 제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반제국주의 투쟁,
이주자의 권리 등을 지지하지 않는다).
ii) 수정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슬로건을 혁명적 방식이 아니라 개량주의적인 방식으로 제기한다.
즉 그 슬로건을 부르주아 국가에게 청원하는 호소로 제출하며, 초점을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규합하
는 데 두지 않고 의회 투쟁에 둔다. 수정주의자들은 또 제국주의 국가의 개혁 불가능한 반민주적

17) V. I. Lenin: A Caricature of Marxism and Imperialist Economism (1916), in: LCW 23, p.
74. [레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
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228쪽]
18) V.I. Lenin: Reply to P. Kievsky (Y. Pyatakov) (1916); in: LCW 23, pp. 24-25. [레닌 <키에프
스키에게 보내는 회답>,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
라,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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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비난하지 않으며, 이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적 환상에 맞서 싸우는 데 힘쓰지 않는
다.
iii) 수정주의자들은 이러한 민주주의 요구들에 멈추며, 이러한 요구들을 프롤레타리아 혁명 목표
와 결합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그리하여 수정주의자들은 보통 이러한 요구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민
주주의 단계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계급투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이 부르
주아지에 정치적으로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코로나19 위기의 첫 단계를 거치고 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개량주의·중도주의 세력들이 훨
씬 더 질 나쁜 배신적 범죄까지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위 진술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지배계급들이 감행하고 있는 현 록다운 공격 같은 사안들에서 이들 개량주의·중도주
의 세력들은 “민주주의 슬로건을 제기하는 데서 일관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반민주적
반혁명을 공공연하게 지지한다.
맑스주의자들은 민주적 권리의, 일관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가장 확고한 주창자여야 하
며, 이러한 전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 투쟁을 노동자계급·피억압자의 무장봉기를
통한 사회주의혁명의 전략적 과제와 결합시켜야 한다. 이것은 볼셰비키의 인식이기도 했다.
“모든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제출된 식민지의 즉각적인 해방 요구 또한 일련의 혁명
없이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사회민주주의가 이 모든 요구
를 위한 즉각적이고 가장 단호한 투쟁을 거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한
거부는 부르주아지와 반동을 이롭게 해줄 뿐이다). 반대로, 그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이러한 요구들
이 개량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혁명적 방식으로 정식화되고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르주
아 합법성의 경계를 넘어 나아가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의회 연설과 구두 항의를 넘어 대중을 결
정적인 행동으로 끌어들이며, 모든 기본적인 민주주의 요구를 위한 투쟁을 부르주아지에 대한 직접
적인 프롤레타리아적 공격으로까지, 즉 부르주아지를 수탈하는 사회주의혁명으로까지 확대·강화시켜
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은 어떤 대규모 파업이나 거리 시위나 기아 폭동이나 군사 반란이
나 식민지 반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드레퓌스 사건이나 차베른 사태 같은 정치적 위기의 결과로
도, 또는 피억압 민족의 분리독립에 관한 국민투표 등과 연계해서도 터져 나올 수 있다.”19)

요컨대, 민주주의 강령은 그 전체로서나, 핵심적인 부분들에서나 자본주의하에서는 실현될
수 없고,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지배를 확립하는 사회주의혁명 이후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음을
RCIT는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민주주의 요구들을 위한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
동자계급이 이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민주주의 대중운동이 부르주아 또는 소부르주아
세력에 의해 이끌릴 때 사회주의자들은 그 운동 내부에서 싸워야 하며 노동자계급이 독립적인
세력으로 행동하도록 분투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자계급의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대
중 투쟁기관 (행동평의회, 정당방위대, 소비에트 등등) 구성을 내거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사회주의자들은 당면 요구/민주주의 요구 투쟁을, △노동자 통제 하에 대기업 몰수 △노동자
의 무장 △노동자정부 수립과 같은 주요 이행기 슬로건에 대한 체계적인 선전과 결합시켜야
한다.
전체 민주주의 강령뿐만 아니라 이들 조치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쟁에
서 노동자계급의 리더십을 획득해갈 수 있는 혁명적 노동자당의 결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

19) V.I. Lenin: The Socialist Revolution and the Right of Nations to Self-Determination
(1916); in: LCW 22,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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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당은 엄격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하에서 남반구 노동자계급·피억압자와의 연대
가 말과 행동 모두에서 제국주의 중심부 노동자들의 일차적인 의무임을 분명히 하는 당이다.
이러한 국제주의가 순수관념적인 립서비스로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 그러한 당은 혁명적 강령
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동자 인터내셔널의 일부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요약하자면, 현 코로나19 위기는 민주주의 문제, 즉 자본주의의 정치적 형태 문제를 중심에
가져다 놓고 있다. 민주주의 강령은, 정치 반혁명에 대항하는 투쟁이 권력 획득을 위한 투쟁,
즉 부르주아지 타도/ 자본가국가 분쇄 투쟁과 결합될 때에만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배외
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국가기구를 공격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기계 일반을 공격하는 길을
연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현 3중 위기에 맞서는 행동강령은 경제적 요구·보건 요구를 정치
적 슬로건, 혁명적 민주주의 슬로건과 연결시키고 이 후자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연속혁명 전략의 현실성
민주주의 문제와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 간의 밀접하고 필수불가결한 관계는 연속혁명론
ㅡ 처음 칼 맑스에 의해 표명되었고 나중에 레온 트로츠키에 의해 한 걸음 더 발전된 맑스주
의 기본 이론 ㅡ 의 현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다른 글들에서 지적했듯이, 연속혁명론
은 제국주의 시대에 맑스주의의 핵심 구성부분으로, 세계 각 나라에 두루 현실 관련성을 가지
고 있다. 트로츠키는 혁명가들이 이 이론 없이는 계급투쟁 동역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없고,
따라서 그로부터 요구되는 전략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아주 분
명히 했다. 1931년의 한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러나 이 [연속혁명] 이론은 각 동시대 일국 혁명의 내적 역학 및 그 일국 혁명이 국제 혁명과
맺고 있는 중단 없는 연결을 규명하는 유일무이한 올바른 출발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이론
속에 볼셰비키-레닌주의자들은 지난 30년간의 거대한 사건들의 내용이 담긴 투쟁 공식을 가지고 있
습니다. 이 공식에 근거하여, 좌익반대파는 개량주의자, 중도주의자, 민족공산주의자와 단호히 싸우
고 있고, 싸울 것입니다. 이 공식의 가장 귀중한 장점 중 하나는 아류 모방자들의 온갖 수정주의와
연결된 이데올로기적 끈을 면도칼처럼 썰어 낸다는 것입니다.”20)

여기서 우리는 연속혁명론의 세 가지 중심 측면을 간략하게 요약할 것이다. 첫 번째 측면
ㅡ 이 측면은 1923년 스탈린주의 관료와 트로츠키의 좌익반대파 간 분파투쟁 당시의 주요 쟁
점이기도 했다 ㅡ 은 혁명의 국제화에 대한 필요성이다. 스탈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ㅡ 즉 계
급과 국가가 고사(枯死)할 만큼 생산력이 발달되어 있는 사회 ㅡ 가 일국에서 건설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트로츠키는 그 자신과 레닌의 전통적 입장을 끌어대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천
명했다. 레닌과 트로츠키 모두 모든 일국 경제들은 세계경제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일국에서 승리한 혁명을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에 오른 노동자계급
은 혁명의 국제적 확산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국 경계 내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완성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부르주아 사회가 위

20) Leon Trotsky: Another Letter to Albert Treint (1931), Trotsky Writings 1930-31,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3, p.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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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빠지는 기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부르주아 사회가 만들어낸 생산력이 더 이상 민족국가 틀과
화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전쟁이, 다른 한편으로는 부르주아 유럽
합중국이라는 유토피아가 나온다. 사회주의혁명은 일국 무대에서 시작하고, 국제무대에서 전개되며,
세계무대에서 완성된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혁명은 연속혁명 ㅡ 그 말의 더 새롭고 더 넓은 의미에
서의 ㅡ 이 된다. 사회주의혁명은 우리 행성 전체에서 새로운 사회가 최종 승리할 때 비로소 완성
에 이른다.”21)

둘째, 트로츠키는 프롤레타리아 해방 투쟁에서의 과제 ㅡ 민주주의 과제들을 포함한 ㅡ 는
그 어떤 형태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도 실행될 수 없고, 오직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하에서만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점은 많은 민주주의 과제들 ㅡ 민족독립, 토지혁명, 민
주적 자유권들 ㅡ 이 여전히 실현되지 않은 후진국들한테 특히 (그러나 오로지는 아닌) 적실
성을 갖는다. 이로부터 혁명적 계급투쟁은 혁명의 분리된 단계들 속에서의 과제 실현이 아니
라,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의 독재를 수립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혁명의 첫 삽화적 단계들이 개별 나라들에서 어떤 것이든 간에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 간의 혁
명적 동맹의 실현은 공산당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 전위의 정치적 지도하에서만 상상할 수 있
다. 이것은 한편, 민주주주의 혁명의 승리는 농민과의 동맹에 기반을 두고 무엇보다도 먼저 민주주
의혁명 과제들을 해결하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통해서만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
주주의 혁명의 지도자로 권력에 오른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매우 빠르게 맞
닥뜨리게 되는 과제들이 있는데, 이 과제들은 그것을 이행할 경우 부르주아 소유권을 깊이 침해해
들어 가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과제들이다. 민주주의 혁명은 직접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장 전화되며, 그럼으로써 연속혁명이 된다.”22)

마지막으로, 트로츠키는 혁명적 투쟁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확립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노동자계급은 계속적으로 혁명적 과정을 밀고 가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내
부적으로는 국내의 적에 맞서, 동시에 외부로는 제국주의 열강에 맞서 계급투쟁 ㅡ 내전과 혁
명전쟁을 포함한 ㅡ 을 조직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 장악은 혁명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따름이다. 사회주의 건설은 오직
일국적·국제적 규모로의 계급투쟁의 기초 위에서만 상상할 수 있다. 이 투쟁은, 세계무대에서 자본
주의적 관계의 압도적인 우세 조건 하에서 불가피하게 폭발로, 즉 내부적으로는 내전으로, 외부적으
로는 혁명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혁명의 연속혁명적 성격이 있다. 해당
나라가 뒤떨어진 나라인지, 즉 어제서야 자신의 민주주의 혁명을 성취한 후진국인지, 아니면 이미
오랜 민주주의·의회주의 시대를 뒤에 두고 있는 구 자본주의 나라인지에 상관없이 말이다.”23)

RCIT는 연속혁명 전략이 남반구 나라들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나라들한테도 적실성을 갖는
다고 되풀이해서 강조해왔다. 많은 소위 “트로츠키주의자들”을 포함하여 각종 수정주의자들의
결정적인 패착 지점이 바로 이 특징을 무시하는 것이다. 연속혁명 전략은 불균등·결합 발전
법칙 동전의 강령적 이면이다. 그리고 이 법칙은 반식민지 나라들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중심
21) Leon Trotsky: The Permanent Revolution (1929), Pathfinder Press, New York 1969, p. 297
22) Leon Trotsky: The Permanent Revolution (1929), p. 277
23) Leon Trotsky: The Permanent Revolution (1929), p.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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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들한테도 해당되기 때문에, 연속혁명은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중요한 전략이 되어준다.24)
트로츠키는 주로 소위 “뒤떨어진” 나라들 ㅡ 1917년 이전의 러시아와 같은 후진 제국주의
나라들이나 식민지·반식민지 나라들 ㅡ 에서의 혁명적 과제라는 맥락 속에서 연속혁명론에 대
해 썼지만, 동시에 이 이론이 선진 제국주의 나라들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한 점 모호함 없이
분명히 했다. 1930년대 초에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독일 ㅡ 그 당시 가장 선진적인
제국주의 나라 중 하나 ㅡ 을 예로 들었다. “이제 연속혁명의 문제는 이베리아 반도를 무대로 우리
앞에 펼쳐진다. 독일에서는 연속혁명론이 ㅡ 그리고 이 이론 홀로 ㅡ "인민혁명"론에 맞상대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좌익반대파는 아주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했다.”25)

동일하게 트로츠키는 제국주의 이탈리아에서의 파시즘에 대항하는 투쟁을 연속혁명 프로그
램의 일부로 보았다. “반파시스트 혁명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어느 문제보다도 더 이탈리아 문제가
세계 공산주의의 근본 문제, 즉 이른바 연속혁명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26)

또 그는 미국에서 흑인 소수자의 해방 투쟁과 관련하여서도 연속혁명 전략을 꺼내들었다.
“흑인들의 ‘민족 자결’은 미국에서의 연속혁명 문제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웨이스보드는 옳다.”27)

이 몇 개의 인용문이 이미 보여주듯이, 트로츠키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연속혁명론이 제국주의 사회들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에 두루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음은 확실하다. 최근의 사태발전은 연속혁명론이 반식민지 나라들뿐만 아니라 제
국주의 나라들 ㅡ 서유럽·북미와 함께 중국·러시아까지 포함하여 ㅡ 에도 실제로 매우 적실하
다는 RCIT의 테제를 확인시켜 주었다. 민주주의 문제가 혁명적 의의를 가지기 위한 유일한,
그러나 결정적인 전제조건은 그 문제를 소부르주아 개량주의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혁명적 입
장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론과 실천에서 국제주의 없이 혁명적 전략 없다
RCIT는 국제주의적 접근 없이는 세계정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서 필요한 결론을 끌
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되풀이해서 지적해 왔다. 자본주의 일반과, 특수하게는 독점자
본주의 (즉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주의)는 정치적·경제적 세계체제로 이해되어야만 파악될 수
있다고 맑스주의자들은 항상 주장해 왔다. 각국의 정치·경제 관계는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단지 내부적 요인에서 비롯할 수 없다. 제국주의는 함께 얽혀 있는 민족국가들 및 경
제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다. 그렇기보다는 세계경제와 세계정치가 결정적 원동력이 되는
것이 제국주의다. 세계경제와 세계정치는 일국적 요인들의 용광로로 작용하며, 민족국가들 위
에 군림하는 독립적인 총체를 형성한다. 세계 자본주의의 불균등·결합 발전은 한 나라의 주어
진 지역적 특성과 동조를 이루며, 그 국가의 정치·경제 관계의 특수한 일국적 동역학과 융합
24) 우리는 다음 글에서 불균등·결합 발전 이론을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었다. Michael Pröbsting:
Capitalism Today and the Law of Uneven Development: The Marxist Tradi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Present Historic Period, in: Critique: Journal of Socialist Theory,
Volume
44,
Issue
4,
(2016),
http://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03017605.2016.1236483
25) Leon Trotsky: A Letter to Albert Treint (1931), Trotsky Writings 1930-31,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3, p. 314
26) Leon Trotsky: Problems of the Italian Revolution (1930); in Trotsky Writings 1930, p.223
27) Leon Trotsky: The Negro Question in America (1933); in: Leon Trotsky: On Black
Nationalism and Self-Determination, Merit Publishers, New York 1967,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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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 같은 세계적 관점에 근거하여 맑스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세

계적 관점을, 그에 따라 계급투쟁에 대한 세계적 관점을 세운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정치
일반에, 그리고 특수하게는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반제국주의 전술에 심오한 결과를 가져온
다.
이러한 관점은 개량주의적인 “일국 사회주의”론과 완전히 상반된다. 스탈린주의자들은 이
“일국 사회주의”론을 레닌과 볼셰비키가 발전시킨 ㅡ 그리고 나중에 트로츠키의 제4 인터내셔
널이 방어한 ㅡ 국제주의 전략에 대한 대항마로 세웠다. 이 스탈린주의 이론은 사회주의, 즉
자본주의보다 더 높은 생활수준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번영된 사회인 사회주의가 일국에서, 다
른 나라들에서 노동자계급의 승리 없이 일국에서 건설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로부터 이제
소련의 대외정책은, 그리고 그에 따라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정치는 더 이상 혁명을 국제화
한다는 목표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스탈린의 소련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을 돕는
것이 되어야 했다.
트로츠키는 연속혁명에 관한 그의 책에서 두 이론 간의 대조를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했다.
“상호 배제적인 두 관점, 즉 연속혁명이라는 국제혁명 이론과 일국 사회주의라는 민족개량주의
이론에 우리가 마주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다. 후진적인 중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일국 경계 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일국 테두리를 넘어 성장한 고도로 발
달된 생산력이 이에 저항한다. 불충분하게 발달된 생산력이 국유화에 저항하듯이 말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중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마주칠 것들과는 성격상 다
른, 그러나 결코 더 가볍지 않은 어려움과 모순에 마주칠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것은 두
경우 모두 국제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주의적 변혁에 중국이 ‘성숙’했는가
‘미성숙’했는가 하는 문제가 들어설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여기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중국의
후진성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과제를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역
사는 순서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으며, 중국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28)

우리가 이 책의 첫 장에서 지적했듯이,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특징으로 하는 현 정세는 현
대 자본주의에서 정치의 근본적인 국제적 성격을 특히 강하게 부각시킨다. 이것은 혁명적 투
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첫째, 위에서 설명했듯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또한 국제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이것
은 맑스주의자들이 “일국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스탈린주의 개념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이다. 맑스주의자들은 일국에서 성공적인 혁명 이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급투쟁의 국제
화를 위해 노력한다.29)
둘째, 계급투쟁에 대한 일관된 국제주의적 인식은 강령과 당 건설 문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국 사회주의”는 ‘자’국에서의 계급투쟁을 우선시하고 다른 나라에서의 계급투쟁을
후순위로 돌려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또한 ‘자’국에서의 당 건설을 우선시
하고 다른 나라에서의 당 건설을 후순위로 돌려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그것은 보통
‘자’국 내 민족 소수자들과 이주자들에 대해 무지한 태도, 또는 심지어 사회배외주의적인 태도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컨대 “일국 사회주의”는 이론·강령·조직 분야에서 민족 중심주의
28) Leon Trotsky: The Permanent Revolution (1929), Pathfinder Press, New York 1969, p. 255
2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특히 8장과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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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민족 개량주의로 귀착된다.
실제로, 우리는 혁명가로 행동할 의향이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일국 사회주의” 사상에 감염
된 많은 조직들이 국제 사업과는 대조적으로 일국 사업에 강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본다. 그 결과 그들은 국제 계급투쟁과 혁명적 세계당 건설 문제를 제대로 취급하길 거부한
다.
트로츠키는 1928년 스탈린주의 강령 비판 속에서 일국 정치는 국제적 맥락 없이는 이해될
수 없으므로 국제 강령은 세계당뿐만 아니라 그 어느 일국 조직에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제국주의 시대인 우리 시대에는, 즉 세계경제와 세계정치가 금융자본의 헤게모니 하에 있는 시
대에는 공산당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국 내의 발전 조건 및 경향만 고려하여 활동해서는 자신의 강
령을 수립할 수 없다. 이 점은 또한 소련연방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당에도 전적으
로 해당된다. 1914년 8월 4일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날], 일국 강령에 영원히 조종이 울렸다. 프
롤레타리아트의 혁명당이 자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본주의의 최고 발전 및 붕괴의
시대인 현 시대에 조응하는 국제 강령뿐이다. 국제 공산주의 강령은 어떤 경우에도 일국 강령들의
총합이나 일국 강령들의 공통 특징들의 혼합물이 아니다. 국제 강령은 전체로서의 ㅡ 즉 그 개개의
부분들이 적대적인 상호의존을 이루고 있는 ㅡ 세계경제와 세계정치체제의 조건 및 경향을 그 모든
연관과 모순 속에서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직접 나와야 한다. 현 시대에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큰
정도로, 프롤레타리아트의 각국 운동방향은 세계 운동방향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또 그로부터만 나
올 수 있다. 그 반대는 아니다. 여기에 공산주의적 국제주의와 온갖 종류의 민족 사회주의 간의 기
본적이고 일차적인 차이가 있다.”30)

같은 이유로 인해, 오직 일국 지형 위에서 혁명적 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혁명적 조직은 국제적 조직으로서 동시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트로츠키는 국제 조직 건설을
“시기상조”로 간주한 혁명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내가 볼 때 국제주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인터내셔널을 일국
지부들의 합으로, 또는 일국 지부들의 상호 영향의 산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일면적이고,
비변증법적이며, 따라서 인터내셔널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만약 전 세계를 통틀어 공산주의적
좌파가 단지 5명뿐이라고 칩시다. 그럼에도 마땅히 그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일국 지부 건설과
동시적으로 국제 조직을 건설할 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일국 조직을 토대로, 인터내셔널을 지붕으로 보는 것은 오류입니다. 여기서의 상호관계는 전적으
로 다른 유형의 관계입니다. 맑스와 엥겔스는1847년에 국제 문서와 국제 조직 창설로 공산주의 운
동을 시작했습니다. 제1 인터내셔널의 창설에서도 같은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제3 인터내셔널 준비
과정에서 치머발트 좌파도 그 바로 같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오늘은, 맑스 시대보다 훨씬 더 고압적
으로 이 길을 따라가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국주의 시대에는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경향이
이 또는 저 일국에서 등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고립된 일국에서 번성하고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경향은 그 형성 바로 다음날에 국제 유대, 국제 정강, 국제 조직을 찾거나 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국 정책의 올바름에 대한 보장은 오직 이 길을 따라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일국적으로 자폐한 상태로 남아 있는 조직은 자신을 돌이킬 수 없이 타락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국제적인 원칙에 입각한 문서가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제반대파와 여러분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그러한 접근법을 순 형식적이고
30)

Leon Trotsky: The Third International After Lenin (1928),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0, p.4. [트로츠키 <<레닌 이후의 제3 인터내셔널>>, 정민규 옮김, 풀무질,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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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 없고, 정치적이지 않은, 그리고 혁명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정강이나 강령은 일련의 공
통의 사상과 방법에 기초한 폭넓은 공동활동 경험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925년 정강
은 여러분이 정파로 존재한 바로 첫날에 탄생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러시아의 반대파는 그 투
쟁 5년차에 정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정강이 여러분의 정강보다 2년 반 뒤에 나왔지
만, 그 또한 여러 면에서 구식이 되었습니다.”31)

요약하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세계적 체제로서 존재하며, 또 그렇게만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투쟁은 국제적 계급투쟁의 길을 따라가야 하며, 사회주의 세계경제와 전 세계 노동
자·농민 공화국 연방의 창설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한 투쟁은 세계당, 즉 일국적으로 고립
된 그룹들이 아닌 국제 조직을 요구한다.

31) Leon Trotsky: To the Editorial Board of Prometeo (1930); in: Writings 1930, pp. 2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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