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다가오는 계급투쟁 - 혁명적 전술과 슬로건

앞 장들에서 설명했듯이, 현 3중 위기 ㅡ 3차 대공황, 리바이어던, 코로나19 ㅡ 는 지배계
급에 의한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초래했다. 우리는 이 반혁명의 정치적 노선이 핵심 측면이라
고 설명했는데, 왜냐하면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가 이후 그들의 권리와 건강을 위해 싸울 능
력을 이 반혁명이 심각하게 공격하고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인민대중이 자신의 생존 및 투쟁 조건을 방어하는 것을 돕는 데 가장 적
합한 전술과 슬로건을 제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벼락에 그린 낙서로 퍼지기 시작한 훌륭한
슬로건이 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다. 자본주의가 팬데믹이다.” 실로,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
스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다. 만성적인 경제위기와 전쟁으로 인해 대량빈곤을 초래하는 것이
야말로 자본주의 체제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인간의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질병에 걸리기 쉽
게 하는 것은 가난과 열악한 생활조건이다. 공중보건 서비스의 삭감 및 폐쇄를 가져온 수십
년간의 긴축 정책에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다. 한줌의 슈퍼리치·권력자 엘리트
가 인민대중을 지배하며 경찰과 군에 비상권력을 부여하는 것도 자본주의 체제다. 즉 노동자·
민중에게 주된 위험이자 생명의 주된 위협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지속적 존
재다.
이 모든 이유로 계급투쟁 전략·전술은 노동자·피억압자가 현 조건 하에서 어떻게 주 위험과
주적 ㅡ 자본가 지배계급 ㅡ 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현 정세와 그것이 계급투쟁에 미치는 결과
현 정세가 글로벌 계급투쟁 조건에 몰고 올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성격규정으로 시작해보자.
이미 밝혔듯이, RCIT는 현 3중 위기가 노동자·민중 투쟁의 전망에 미칠 영향이 극히 심대하
다고 본다. 경제 침체는 실업을 단번에 3,4배 이상 증대시키고 있다.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
의 전환은 정부 권력을 확대하고 경찰국가·감시국가를 구축할 것이며, 그에 따라 민주적 권리
를 심각하게 훼손, 축소시킬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전 세계에 공포를 퍼뜨리는 심각한 건강 위험이다 (거의 모든 나라의 자본가계급이 그들의 정
치적·경제적 공격을 덮어 가리는 엄폐물로 이 팬데믹을 이용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계급투쟁에 모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들 요인은 한편으로 노동자·민중
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는 조건들을 복잡하게 만든다. 높은 실업과 빈곤은 자본가에 의해 노
동자가 손쉽게 해고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농촌 및 도시 빈곤층은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 훨
씬 더 많이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대된 억압기구, 민주적 권리의 제한,
완벽한 첨단기술 감시방법 등이 조직하고 투쟁할 조건을 또한 악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팬
데믹으로 인한 공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대중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조심하게 만들 것이
다.
그러나 이것은 동전의 한쪽 면일 뿐이다. 다른 면은 바로 그 동일한 3중 위기가 조만간 대
중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록다운 정책은 기아와 빈곤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인민대중의 생활조건에 직접적이고 급격한 영향을 미친다. 이미 첫 번째 기아 폭동
(예들 들어 콜롬비아, 온두라스, 파나마, 짐바브웨 등)이 있었고, 더 많은 것이 불가피하게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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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를 것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3중 위기는 전 세계에 걸쳐 자본주의의 심대한 위기의 시기를
열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지배 서클들이 억압 조치를 강화하고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비상
권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현 위기의 극적인 성격을 점점 더 인식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시국선언>에서 제시했듯이, 코로나19 위기가 즉각적으로 글로벌 반
혁명 정세를 야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몇 주 사이에 코로나바이러스의 정치적
이용으로 국가 비상대권의 대대적인 강화가 가능해졌고, 그와 동시에 홍콩에서 칠레에 이르는
많은 나라에서 2019년 하반기부터 부르주아 질서를 산산조각 내고 있던 모든 대중운동 및 투
쟁들이 거대한 퇴조를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우리가 <시국선언>에서 말했듯이, “계급투쟁의 일시적 정체로 크게 누적
된 모순이 조만간 대대적인 정치적 폭발로 결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
는 예견할 수 없다. 단 몇 개월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배계급의 반혁명적 공세가
폭발적인 정치적 모순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다.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정권들이 민주적 권리에 대한 자신
들의 대대적인 공격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들이 대자본가들에게 수십, 수백억 달러 씩 퍼주
기를 하는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임금삭감을 맞는 상황이 누구의 눈에도 분명히 들어올 것이
다.... 또 강대국들 간의 대대적인 글로벌 긴장 고조도 불가피하다. 달리 말하면, 글로벌 반혁명 공세는
계급 간, 국가 간 가속화하는 정치·경제적 모순을 단지 일시적으로만 덮어 가릴 수 있을 뿐이다. 조만간
이것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대대적인 정치적 폭발로 결과할 것이다. 남반구에서, 그리고 동·서의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모두 심대한 국내 위기의 형태로, 전쟁과 혁명적 봉기의 형태로 폭발할 것이다.”

즉 현 반혁명 정세는 “긴 암흑기”를 열지 않으며, 열 수도 없다. 지배계급의 공세는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어떠한 동력도 공급하지 못한다. 정반대로, 이러한 비상조치들은 거대
한 모순을 일시적으로 덮어 가리고 엄청난 폭발을 잠시 지연시키는 것 이상을 할 수가 없다.
요컨대 현재의 반동 공세는 향후의 정치적 폭발을 준비한다. 즉 중대한 혁명적 위기를 성숙시
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정치적 폭발은 자본주의 현 단계가 쇠퇴·부후화 단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 역
사적인 시기 ㅡ 2008년 대침체로 시작된 ㅡ 에 자본주의의 쇠락이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
적 모순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후 변화, 생태 재앙 등 문명의 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사
회적 불평등과 참상, 고통이 확산되고 한쪽의 자본가와 다른 한쪽의 노동자·빈민 간의 적대가
더욱더 첨예해지고 가시화되고 있다. 또 남반구에서의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이 증가하고 있
다. 강대국들 간의 패권쟁투 ㅡ 특히 미·중 간 ㅡ 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위
에서 언급했듯이, 지난 10년간 계급투쟁의 극적인 증가 ㅡ 1945년 이래로 볼 수 없었던 수준
의 증가 ㅡ 를 가져왔다. RCIT가 이 역사적인 시기를 “혁명적” 시기로 성격규정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세계무대에서의 기본적인 균형 결여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2009년 1월에 이
시기에 대한 그와 같은 평가에 도달했고, 그 이후로 많은 문서에서 우리의 분석을 더욱 더 정
밀하게 다듬어나갔다.1)
1) 다음을 보라. chapter 14 in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www.great-robbery-of-the-south.net/. 지난 몇 년 동안 RCIT가 발간한 연례 <세계 정세
전망> 문서들도 보라. RCIT: World Perspectives 2020: A Pre-Revolutionary Global Situation.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8
Febr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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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영리한 부르주아 관측자들도 현 3중 위기의 진행 속에
서 다가오는 시기의 폭발적 성격을 알아차려 가고 있다. 여기 몇몇 예가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주요 경제학자들은 일단 록다운이 끝나면 있게 될 “사회적 소요”에 대해 경고하고 있
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부당하게 부유층에 유리하다
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사회적 소요의 물결이 일부 나라들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고 IMF가 수요일에 발
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엄격한 록다운이 계속 실시되는 한 대중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위
기가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불만이 솟구칠 수 있다고 비토르 가스파 IMF 재정 담당 국장은 로이
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인도의 상업 수도 뭄바이에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13억 주민에 대
한 록다운 기간을 연장하자 수천 명의 실직 이주노동자들이 화요일 기차역에서 시위를 벌이며 시골 고향
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IMF 수석경제학자 기타 고피나스는 이전의 위기와 재난은
연대를 키워냈는데,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고피나스는 "위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사람들을 돕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면 사회적 소요로 끝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
뷰에서 말했다.”2)

블룸버그 통신 ㅡ 독점 부르주아지의 대변 매체 ㅡ 의 안드레아스 클루트도 같은 경고를 발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의료 비상사태가 일단락되면 개별 나라들이나 세계가 이전처럼 헤쳐 나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0/ [“2020년 세계 정세전망: 준
혁명적
글로벌
정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orld-perspec
tives-2020-a-pre-revolutionary-global-situation/]; RCIT: World Perspectives 2019: Heading
Towards a Volcanic Political Eruption.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2
March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9/;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RCIT Books, Vienna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
/; RCIT: World Perspectives 2017: The Struggle against the Reactionary Offensive in the
Era
of
Trumpism,
18
December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7/; RCIT: World Perspectives
2016: Advancing Counterrevolution and Acceleration of Class Contradictions Mark the
Opening
of
a
New
Political
Phase,
23
January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6/; RCIT: Perspectives for
the Class Struggle in Light of the Deepening Crisis in the Imperialist World Economy and
Politics,
11
January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january-2015/; RCIT: Escalation of
Inner-Imperialist Rivalry Marks the Opening of a New Phase of World Politics. Theses on
Recent Major Developments in the World Situation Adopted by the RCIT’s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April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English-language Journal
of the RCIT) No. 22,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april-2014/;
RCIT: Aggravation of Contradictions, Deepening of Crisis of Leadership. Theses on Recent
Major Developments in the World Situation Adopted by the RCIT’s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9.9.2013,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15,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september2013/; RCIT: The World
Situation and the Tasks of the Bolshevik-Communists. Theses of the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March
2013,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8,
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march-2013
2) Andrea Shalal: Pandemic could trigger social unrest in some countries: IMF, 15 April
2
0
2
0
,
https://www.reuters.com/article/us-imf-worldbank-coronavirus-protests/pandemic-could-t
rigger-social-unrest-in-some-countries-imf-idUSKCN21X1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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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순진할 것이다. 분노와 쓰라림은 새로운 배출구를 찾을 것이다. 일찍이 나타난
조짐들이 있다. 수백만 명의 브라질인들이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창문에서 냄비와 팬을 쾅쾅 두드린 일
이나, 레바논의 재소자들이 과밀 교도소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 그런 예다. 때가 되면, 이러한 격정은
그들이 적으로 규정하는 구체제를 일소하기로 작정한 새로운 포퓰리즘 운동이나 급진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2020년의 대 팬데믹은 포퓰리즘을 거부하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이다. 그것은 불
평등을 포함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더 열심히 그리고 더 과감하게, 그러나 여
전히 실용적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 단지 코로나바이러스에서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 만한 세상
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비상벨이다.”3)

그리고 미 제국주의의 오랜 대변인 헨리 키신저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세계질서를
영원히 바꿀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표한 기사에서 지배 엘리트들의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국가들은 그들의 기관이 재앙을 예견하고, 재앙이 가져온 타격을 막아내고,
안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협력하고 번창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일단락되면, 많은 나라의 기
관들이 실패한 것으로 판정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공정한지는 중요치 않다. 현실은 세계
가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지도자들은 주로 일국적 기초 위에서
위기에 대처하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사회 해체 효과는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 건강에 대한 공격
은 ㅡ 바라건대 ㅡ 일시적이겠지만, 그것이 촉발한 정치적·경제적 격변은 수 세대 동안 지속될 수 있
다.... 이제 우리는 획기적인 시기를 살고 있다. 지도자들 앞에 놓인 역사적인 도전 과제는 미래를 건설
하면서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다. 실패는 세계에 불을 지르는 것이 될 수 있다.”4)

역사를 통틀어 유행병은 보통 사회의 경제적·정치적 위기의 반영이다. 따라서 유행병은 정
치 불안정과 민중 소요로 ㅡ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ㅡ 결과하는 경우가 많다.5) 우리가
다른 곳에서 지적했듯이, “흑사병”이 일련의 농민봉기로 결과한 14세기 유럽의 경우가 이미
그러했다. 이 농민봉기들은 최종적으로 혁명적 대중봉기와 서유럽에서의 봉건제 쇠락으로 결
과했다. 또 19세기에도 많은 유행병이 있었는데 모두 유럽에서의 혁명적 위기와 상관관계가
있었다.6)
글로벌 반혁명 공격이 계급투쟁에 미치는 직접적인 결과는 무엇일까. 물론 이러한 위기 초
기 단계에서는 단지 몇몇 가설을 세울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한편으로는 아직
도 대중이 일정한 충격 단계에 있는 것 같다. 만약 거의 모든 자본가 정부와 그들의 언론 ㅡ
그리고 노동자·민중 운동의 비겁한 지도부들 ㅡ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치명성에 대해, “사회
적 거리두기”와 록다운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숨
3) Andreas Kluth: This Pandemic Will Lead to Social Revolutions. As the coronavirus sweeps
the world, it hits the poor much harder than the better off. One consequence will be
social
unrest,
even
revolutions,
Bloomberg,
11.
April
2020,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0-04-11/coronavirus-this-pandemic-will-le
ad-to-social-revolutions?srnd=premium-europe
4) Henry Kissinger: The Coronavirus Pandemic Will Forever Alter the World Order, Wall
Street
Journal,
3
April
2020,
https://www.wsj.com/articles/the-coronavirus-pandemic-will-forever-alter-the-world-order
-11585953005
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ichard J. Evans: Epidemics and Revolutions: Cholera in
Nineteenth-Century Europe, in: Terence Ranger and Paul Slack (Ed.): Epidemics and
Ideas. Essays on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pestil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2, pp. 149-173
6) Yossi Schwartz: The 2019 Corona Virus and the Decay of Capitalism,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and-decay-of-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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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기다리려 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더해 대대적인 기습공격, 즉 국가비
상사태 실시와 집회·시위 금지가 덧붙여진다. 이와 같이 혼란과 두려움이 만연한다. 다른 한편
으론, 이 같은 극한적인 조건이 기아와 함께 증오도 낳는다. 이미 후베이, 나이지리아, 온두라
스, 파나마,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지에서 일어난 폭동들이 그것이다. 이 폭동들이 원초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집단시위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투쟁들이 미래의 전령이라
고 생각한다. 혁명가들이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시위를 전면 지지해야 하며, 조직하고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제시한 분석은 맑스주의자들이 현 정세에서 제출해야 할 전술과 슬로건에 어떠한 결
과를 미치는가? 한편으로 경제적 공격, 정치적 공격, 보건 공격, 이 세 공격의 거대한 규모를
감안할 때 대응의 성격은 불가피하게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문서에서 밝혔듯이, 우선
적인 것은 해고·임금삭감 반대, 사회보장 방어, 생존을 위한 식량 확보, 무상 의료 접근권, 집
회·시위의 권리, 국가비상사태 법 철폐 등이다. 혁명가들이 이러한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보건 행동강령>을 보라. 또
우리의 <시국선언> 말미에 있는 요구안도 보라. 두 문서 모두 본서의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
다.)
그래서 정세의 성격상 혁명가들은 일련의 방어적 슬로건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은 고도로 “폭발적”인 방식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앞 장에서
말했듯이, 이는 혁명가들이 부르주아 정부에 탄원하는 청원 식 요구 제기가 아니라 대중투쟁
을 호소,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 조건 하에서 이러한 투쟁은 고도로 혁명적인 투쟁 형태
인데, 왜냐하면 모든 형태의 대중시위를 금지하는 국가비상사태 법을 어겨서 깨뜨리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방어적인 경제적·민주적 요구 투쟁은, 그 투쟁이 현재의 권
위주의적 통치 형태에 도전한다면 고도로 폭발적인 잠재력을 담게 된다. 이는 그러한 슬로건
ㅡ 청원 사항이 아니라 투쟁 요구로 정식화된 ㅡ 이 대중이 실제로 그것을 위해 투쟁한다면
상대적으로 급속히 혁명적 권력 투쟁으로 결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혁명적 리더
십의 위기가 ㅡ 즉 진정한 혁명적 세력의 취약함으로 인해 배반적인 개량주의 관료들이 노동
자·민중운동을 지배하고 있는 조건이 ㅡ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더 긴 계급
투쟁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 다수의 준혁명적, 혁명적, 반혁명적 정세들로 결과할 격렬한 계급
투쟁의 보다 장기화된 국면 말이다. 혁명적 민주주의 투쟁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고 또 할 것이다. 레닌은 이미 사회주의 혁명이 한 차례의 행위가 아니라 계급투쟁의 한 시대
전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회주의 혁명은 한 차례의 행위가 아니다. 하나의 전선에서 치러지는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첨예한 계급충돌의 한 시대 전체, 모든 전선에서, 즉 경제와 정치의 모든 문제에서
치러지는 긴 일련의 전투들, 오직 부르주아지의 수탈로만 끝날 수 있는 전투들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
쟁이 프롤레타리아트를 사회주의혁명으로부터 유리시킬 수 있다거나, 또는 사회주의혁명을 못 보도록 감
추고 그늘을 드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오류다. 반대로,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행하지 않
는 승리한 사회주의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는 민주주의를 위한 전면적이
고 일관된 혁명적 투쟁 없이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승리를 준비할 수 없다.”7)

7) V.I. Lenin: The Socialist Revolution and the Right of Nations to Self-Determination (1916);
in: LCW 22,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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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슬로건: 국가비상사태를 민중봉기로 전화하라
어느 전술이든 혁명가들에게 전술의 출발점은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
다며 “단합”을 촉구하는 부르주아 선전을 거부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름 아닌 그러한 “국민
통합”을 엄폐물 삼아 자본가들이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실업으로 내몰며 사회보장을 삭감하고
있다. 지배계급이 국가비상사태를 때리고 억압기구를 증강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반동적
“국민 단합”을 명분으로 내걸고서 한다. 노동자·민중 조직들을 지배하는 개량주의 관료의 “국
민 통합” 지지는 계급휴전에 준한다. 즉,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위해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달리 말하면, “국민 통합” 이데올로기는 우리 계급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무장
해제를 가져온다. 대중투쟁 없이는 노동자·민중은 정치적·경제적 공격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아
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레닌과 볼셰비키는 “국민 통합”을 엄폐물 삼은 지배계급의 공격에 대항하여 투쟁한 많은 경
험이 있다. 1차 세계대전 동안 볼셰비키는 거대한 애국주의 물결에 직면했다. 전면전에서 정
부를 약화시키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는 요구에 부딪혔다. 잘 알려진 대로, 맑스주의자들은 그
어떤 투항도 거부하였고, 오히려 지배계급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패배시키기 위해 그러한
상황들을 이용하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1914년 8월 개전 직후 볼셰비키는 <중앙위원회 선
언>을 통해 ‘내란 전화’를 중심 슬로건으로 제기했다. “단 하나의 올바른 프롤레타리아 슬로건
은 현 제국주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8) 1910-11년 러시아에서 콜레라
유행병과 기근이 창궐하던 때 볼셰비키는 같은 정신으로, 맑스주의적 선전은 “혁명 없이는 기
근에 대항하는 진정한 투쟁은 상상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을 보라).
혁명가들은 현 시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노선을 총괄하는, 그와 비슷한 슬로건을 정립하
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배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국가기계를 현 단
계 해방투쟁 앞에 놓인 핵심 장애물로 지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모순이 급격히 첨예화하고
당면 요구 투쟁이 쉽사리 정권과의 격렬한 충돌로 결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기는 폭
발적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모든 이유로 우리는 다가오는 시기의의 전략 노선에 대한 총괄요약으로 다음과 같은 슬
로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비상사태를 민중봉기로 전화하라”. 위에서 언급했듯이, 혁명가
들은 당면 행동에 필요한 슬로건을 도출하기 위해 각각의 나라에서의 대중의 의식을 구체적으
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해야 할 일은 국가비상사태 정권에 맞서 싸우고, 봉기로 정권
을 끌어내려야 할 필요를 대중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뉴 리바이어던에 대항하
는 투쟁을 정치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그러한 슬로건은 우리의
<시국선언>이나 <보건 행동강령>에 제시된 구체적인 요구들을 비롯한 그 밖의 <<이행강령>>
상의 적절한 요구들과 결합되어야 한다.
정부를 신뢰하지 말 것, 정부가 공격을 엄폐하기 위해 퍼뜨리는 여론 조작을 믿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이 특히 긴급하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제기해야 한다. “노
동자와 피억압자여,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국가를 믿지 말자! 오직 자신만을 믿자!” 이러한 슬
로건은 지배계급과 협력하여가 아니라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팬데믹과 싸울 필요성을 표현한
다.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이니셔티브 안(案)들과 결합되어야 한다. 보건 조건을 개선하는 안,
8) V.I. Lenin: The War and Russian Social-Democracy (1914); in: LCW Vol. 21, p.34. [레닌
<전쟁과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레닌 전집 58권 (“마르크스”), 양효식 옮김, 아고라,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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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보건 이니셔티브를 조직하는 안, 탄압에 맞서 정당방위대를 조직하는 안, 경제적 공격에
대항하여, 가능할 경우는 노동조합 안에서, 필요할 경우는 밖에서 싸우는 안 등등.
위에서 말했듯이 혁명가들은 자연발생적인 대중시위들을 지지하고 이 시위들에 방향과 조직
을 부여해야 한다. 여기서의 핵심은 직장과 지역, 주민, 학교에 행동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다.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는 혁명가들이 남반구에 살고 있는 피억압 인민들을 위한 대규모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선동을 긴급히 조직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붕괴와 그에 따른 기아와 전염병
같은 모든 끔찍한 결과들로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이들 피억압 인민이다. 따라서
노동자·민중 조직들이, 특히 제국주의 나라의 이들 조직들이 남반구 인민들을 위한 대규모 국
제 원조와 함께 모든 부채의 즉각적인 무효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여기서의 슬로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남반구의 우리 인민의 부와 건강과 생명을 빼앗아갔다!
제국주의자들이 빚을 갚아야 할 때다.”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혁명가들이 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라이벌 강대국을 겨냥한
모든 형태의 배외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다. RCIT가 반복해서 제시했듯이, 맑스주의자들은 그러
한 경우에 혁명적 패전주의 정책을 내걸며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半)식민
지 나라들에서 혁명가들은 피억압 인민의 방위와 제국주의 적들의 패전을 내걸 것이다.
나아가 “국민통합” 및 계급휴전 정책, 긴축 프로그램, 록다운 정책, 민주적 권리 억압 등등
을 지지하는 관료들에 맞서 혁명가들이 노동자·민중 운동 내부에서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동자·민중 운동 내 지배계급 반혁명 공세의 지지자들에 대항하
여 싸우는 것 없이 반혁명 공세에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다음은 이러한 방
향을 요약 총괄한 슬로건이다. “사회보나파르트주의와 싸우자! 록다운 좌익과 단절하자!”
이것이 혁명가들이 올바른 투쟁방향을 위해 노동자·민중 조직들 내에서 싸우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혁명가들은 “진보적인” 의회 대표들에게 록다운, 국가비상사태, 집회·시
위 금지, 자본가들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가능케 하는 모든 반동적인 법에 반대투
표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 부르주아 정부에 대한 어떠한 참여나 지지도 하지 않는다는 것
을 분명히 하라! 마찬가지로 혁명가들은 모든 노동자·민중 조직들에게 그 어떤 계급휴전 정책
도 거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리고 부르주아지의 이 모든 정치적·경제적 공격을 규탄하
는 성명을 낼 것을 요구해야 한다. 혁명가들은 대중시위를 준비하고 조직할 것을 요구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 혁명가들은 글로벌 반혁명 공세뿐만 아니라 일체의 강대국 배외주의 (대국 쇼
비니즘)에 맞서 싸우기 위한 국제적 총괄조정과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요구해야 한다.
많은 경우, 이 초동 국면에서의 계급투쟁은 기본적인 당면 요구로 국한될 것이다. 노동자들
이 더 나은 건강 보호를 위해 직장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거나, 도시 빈곤층이 록다운을 깨고
식품을 얻기 위해 슈퍼마켓을 약탈한다. 나이지리아의 수도 라고스에서 우리는 주민 자위위원
회를 만들려는 첫 이니셔티브를 보았다.9)
당연히 혁명가들은 이러한 투쟁들을 지지해야 한다. 혁명가들은 이들 투쟁에 조직과 방향을
가져오기 위해 개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지배계급의 정치 반혁명 의제들과
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SV: COVID-19 Crisis in Nigeria: State Repression and the Left,
13th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report-on-covid-19-crisi
s-in-nigeria-13-4-2020/; Fidelis Mbah: Nigeria: Lagos residents defend homes against
curfew
bandits,
15
April
2020,
https://www.aljazeera.com/news/2020/04/nigeria-lagos-residents-defend-homes-curfew-ba
ndits-2004141659171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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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어 있음을, 그리고 모든 당면 요구들을 국가비상사태 정권을 패퇴시키는 데 초점을 맞
춘 슬로건과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명가들은 정치활동을 급격한 조건 변화에 맞춰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지금까
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조건하에서 비교적 제약 없이 활동하는 것이 가능했다. 물론, 어떤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제약과 다른 형태의 탄압이 언제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혁명적 활동에 대한 법적 조건이 악화, 퇴보하고 있는 것을 본다. 가까
운 장래에 좀 더 큰 규모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팬데믹을 구실로 아예 법적으로 금지시킬
것으로 보인다. 감시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이 팬데믹의 진실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
조차 처벌 될 수 있을 때까지 감시가 지속될 지도 모른다.
이는 맑스주의자들이 반합법 또는 비합법 조건 하에서 정치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나라들
(예를 들어 이집트)의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과거에 혁명가들의 경험 (예를 들어 차르 러시아
에서의 볼셰비키)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기근과 역병: 레닌과 볼셰비키로부터의 몇 가지 교훈
기근과 전염병 같은 재난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접근법은 매우 분명했다. 맑스주의자들은
그러한 재난이 흔히 “자연적” 원인 (예를 들어 흉작)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런 상황에서 희생자를 돕는 것이 사회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은 정부 정
책에 종속됨으로써 희생자를 돕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맑스주의자들은 차르 정권
의 조치들에 대해 그 어떤 지지도 거부했다. 정반대로, 레닌은 그러한 상황에서 맑스주의자들
은 현존 사회질서 내에서는 어떠한 해결책에도 도달할 수 없으며 전진하는 유일한 길은 혁명
적 정권 타도뿐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히, 그렇다고 볼셰비키가 수동적, 숙명론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볼셰비키는 그러한 기근과 콜레라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노동자와 빈농의 아래로부터의 이
니셔티브를 지지했다. 그러나 볼셰비키는 이러한 지지가 자선적 원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
며, 대중 속에서의 정치 선동·선전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기근과 역병의 시기에 대중투쟁 호소/요구를 자제한다는 것은 레닌과
볼셰비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반대로 볼셰비키는 이러한 재난은 노동자계급과
가난한 농민들이 차르 정권 타도를 위해 싸워야 할 추가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볼셰비키는
투쟁을 늦추기는커녕 주어진 상황에서의 시위와 파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예로 1910-11년 러시아를 파탄 낸 기근과 콜레라 대참사를 들 수 있다. 콜레라
는 1910년 6월에 시작되어 궤멸적인 타격을 가했다. 전체적으로 23만여 건, 11만여 명의 사
망자가 이 대유행 기간 동안 발생했다. 사망률이 무려 45퍼센트에 달했다. 약 2천만 명이 기
근으로 고통 받았다.10)
레닌은 여러 기사에서 맑스주의자들이 혁명적 전제정 타도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
1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Charlotte E. Henze: Disease, Health Care and Government in
Late Imperial Russia. Life and death on the Volga, 1823–1914, Routledge, New York 2011
(chapter 5); George Childs Kohn: Encyclopedia of Plague and Pestilence: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Third Edition, Facts On File, New York 2008, pp. 327-329; John P.
Davis: Russia in the Time of Cholera: Disease under Romanovs and Soviets, Bloomsbury
Academic, 2018 (Chapter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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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고 탐욕스러운 정권에 대한 대중의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11년 말에
발표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농민들의 토지 갈구에 대한 충족 없는, 짓누르는 세금 압력으
로부터 구조 없는, 그들의 문화 수준의 향상 없는, 그들의 법적 지위의 결정적인 변화 없는, 지주 소유지
몰수 없는, 즉 혁명 없는 진정한 기근과의 투쟁은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흉작은 기존 정
치체제 전체를, 6월3일 군주제를 기다리고 있는 파멸을 새롭게 상기시키는 신호탄이다.”11)

석 달 뒤 발표된 또 다른 기사에서 같은 생각이 다시 제기되었다. “그러나 새 농업 정책의 혜
택에 대한, 촌락 공동체를 떠난 농가들의 번영에 대한 차르 정부의 그 많은 허풍스런 연설이 있고 난 오
늘 러시아의 기근은 농민들에게 큰 가르침을 줄 것이 확실하다. 기근은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할 것이지
만, 또한 필연적으로 차르 군주제와 지주에 대한 혁명적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못 보도록 막
아온 미개하고 야만적이며 노예적인 차르에 대한 신앙의 마지막 잔재도 파괴할 것이다. 농민들은 대토지
소유를 폐지해야만 그들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저 지주들의 방벽 차르 군주제
타도만이 인간다운 삶을, 기아와 절망적인 가난으로부터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모든 계급의식적인 노동자와 모든 계급의식적인 농민의 의무다. 이것이 기근과 관련된 우리의 주
임무다. 노동자들 속에서 굶주리는 농민들을 위한 모금을 조직 ㅡ 가능한 데서는 어디서든 ㅡ 하고 그러
한 모금을 사회민주주의 두마 의원들을 통해 농민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 또한 당연히 필요한 임무 중
의 하나다.”12)

그리고 1912년 1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ㅡ 당시 볼셰비키는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다
ㅡ 제6차 (프라하) 대회의 결의는 맑스주의적 접근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했다. “기근에 대항
하는 투쟁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임무”라는 제목의 이 결의안은 레닌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야당들의 미약한 대응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결의는 3가지 중심 결론을 끌어냈는데, 여기서 전문을 인용해본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하여 대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a) 모든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참여하여 광범한 주민 대중 사이에서, 특히 농민들 사이에서 선전·
선동을 확대하는 가운데 기근과 차르 정권의 정책 전반 사이의 연관을 설명하고, 선동 목적상

사

회민주주의자들과 트루도비키의 두마 연설뿐만 아니라 마르코프 2세 같은 차르의 벗들의 두마 연설
도 촌락에 배포하며,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요구 ㅡ 차르 군주제 타도, 민주공화제 수립, 지주 소
유지 몰수 ㅡ 를 대중화시킨다.
(b) 기근 희생자들을 최대한 원조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바람을 지지하며,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기부금을 오직 두마의 사회민주주의 의원단이나 노동자 언론, 또는 노동자 문화·교육 등의 단체에게
만 보내도록 조언하고, 노동자들이 기근 희생자 원조를 위한 단체나 위원회에 가입과 동시에 사회
민주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의 특별 중핵을 구성한다.
(c) 기근으로 인해 촉발된 민주주의 대중의 분노를 시위와 대중집회, 그리고 그 밖의 차리즘에 대
항하는 대중투쟁 형태들로 표출시키기 위해 노력한다.”13)

11) V. I. Lenin: Famine and the Reactionary Duma, in: LCW Vol. 17, p. 449
12) V. I. Lenin: Famine, in: LCW Vol. 17, p. 528
13) V. I. Lenin: The Tasks of Social-Democracy in the Struggle against the Famine,
Resolution of the Sixth (Prague) All-Russia Conference of the R.S.D.L.P., January 5–17 (18
–30), 1912, in: LCW Vol. 17, p.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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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910-11년 러시아의 기근 및 콜레라의 구체적 조건과 코로나19 팬데믹 간의 차이
를 십분 인식하고 있지만, 볼셰비키의 접근방법은 오늘날 혁명가들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
한다.
이런 맥락에서 1917년 10월 권력 장악 후 소련에서 볼셰비키의 경험도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여기서 상세히 다루는 것은 본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므로, 이 주제에 관
한 유익한 저작들을 추천하고14), 간단한 요약으로 넘어가보자). 10월 혁명 후 레닌과 트로츠
키 당시의 혁명정부는 비상한 도전에 직면했다. 4년간의 제국주의 전쟁과 이어서 또 3년간의
내전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나라의 경제 자원 대부분을 파괴했다. 그 결과 러시아의
공중보건은 급격히 후퇴했고 각종 역병으로 피폐화했다. 1921년/22년에는 끔찍한 기근을 겪
었다. 1918년에서 1922년 사이에 유행한 발진티푸스는 250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 1921년에
서 1923년 사이에 콜레라 발병으로 약 1300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 여기에 이른바 “스페인
독감”까지 가세했다. 당연히, 이 유행병들은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역병이었다. 발진
티푸스의 사망률은 8~10%로 농촌 지역에서는 더 높았다. 공공병원에서 발진티푸스 환자를 치
료하는 의사들의 사망률이 50%나 될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계획경제와 함께 노동자·농민 국가 건설의 일부로서 공공보건에 대한 완강한 노력을
통해 소비에트 정부는 이 재앙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 결과로, 그리
고 언급한 이 모든 재난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정부는 기대수명을 32세(1913년)에서 44세
(1926년)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소련 보건 정책의 초점은 이러한 질병들이 확산될 기반을 허물기 위해 인민대중의 사회·위
생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1921년 보건법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소련공산당은 질
병의 발전을 막기 위해 설계된 포괄적인 일련의 보건·위생 조치에 공중보건 정책의 기초를

둘 것이다.”

“1920년에 말라리아가 발병하자 모스크바의 열대 의학 연구소는 말라리아 확산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통과시키며, 환자와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의 의무 등록제를 실시하고 치료와 임상 및 실험실 작
업을 제공하는 말라리아 관측소들을 설치했다. 말라리아 치료제 키니네가 면세유통 되었다.... 1919년 4
월에는 한 걸음 나아가 천연두에 대한 의무 예방접종이 실시되었고, 지구, 촌락, 공장, 병영에서의 보건
교육 캠페인이 수많은 포스터 캠페인과 함께 펼쳐졌다. 1920년 3월까지 공중보건 인민위원부는 학령기
아동들, 특히 결핵을 앓고 있는 아동들의 건강에 주의를 쏟았다. 미생물학·역학 남동 러시아 지방연구소
가 1919년 사라토프에서 개원했다. 전염병 발병 기간 동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이 연구소 역학 팀이
파견되었다. 1925년까지 10개 도시를 관할하는 의료 관측소와 페스트 방역 연구실 및 병원 네트워크는
위생·방역 팀들이 이끄는 위생 프로그램들을 조직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직장 및 노동자 숙소 청소,
주거 소각, 부검 실시, 장례 조직, 격리 구역 시행, 설치류 및 벼룩 퇴치, 건강 교육 캠페인 등이 진행되
었다.”15)
1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Christopher Williams: Health and Welfare in St. Petersburg,
1900–1941: Protecting the Collective, Routledge, New York 2018; Sir Arthur Newsholme
and John Adams Kingsbury: Red Medicine: Socialized Health in Soviet Russia, William
Heinemann (Medical Books), London 1934; Dorena Caroli: Bolshevism, Stalinism, and
Social Welfare (1917–1936), in: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History, 2003, Vol.48(1),
pp.27-54; Susan Gross Solomon: The Limits of Government Patronage of Sciences: Social
Hygiene and the Soviet State, 1920–1930, in: Social History of Medicine, Vol. 3; Issue 3
(1990), pp. 405-435; Barbara Khwaja: Health Reform in Revolutionary Russia, 26 May
2017, https://www.sochealth.co.uk/2017/05/26/health-reform-revolutionary-russia/; Prof.
Dr. P. Mühlens: Die russische Hunger- und Seuchenkatastrophe in den Jahren 1921-1922,
Verlag von Julius Springer, Berlin 1923, https://www.springer.com/de/book/9783642940422
15) Barbara Khwaja: Health Reform in Revolutionary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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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정부의 보건 정책은 당시 전파된 다음과 같은 공식 슬로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염
병에 맞선 투쟁부터 더 건강한 노동·생활조건을 위한 투쟁까지”.
그러나 당시 나라를 초토화시켰던 전염성 높은 치명적 역병들에도 불구하고, 소련 정부가
주민 록다운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동일하게 주목할 만한 일이다. 소련 정부는 대규모 집
회도 금지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한 개인주의적
이고 후진적인 조치는 볼셰비키에게는 낯선 것이었다. 그러한 조치에 의지하기를 거부했던 것
은 발진티푸스 (특히 반점열)와 같은 질병의 전염성을 몰라서가 아님은 물론이다.
소련 보건당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920년대 초 러시아에서 활동한 독일 의학교수 뮐
렌스 박사는 1923년 자신의 경험을 담은 팸플릿을 발간했다. 그의 보고서는 볼셰비키가 대규
모 집회가 질병 확산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모스크바
에서 우리는 모든 대규모 기념행사 후에, 이미 감염된 노동자들의 집회 후에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16)
그러나 맑스주의자로서 볼셰비키는 그러한 전염병과 싸우는 주된 도구는 쉽게 전염될 수 있
는 조건을 질병이 발견할 수 없도록 사람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동시
에 소련 정부는 노동자·민중이 집단행동으로 단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개인주의적
으로 분리되지 않을 경우에만 어떤 사회적 개선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것들은 오늘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들이다. 오늘 이른바 좌파가 대중행동 금지와 함께
대량봉쇄(록다운)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반동적 개념을 지지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
다. 1920년대 초의 볼셰비키는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전염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러
한 질병과 싸우기 위한 사회적·의료적 자원은 오늘보다 훨씬 더 원시적이었다. 그럼에도 볼셰
비키는 오늘 대부분의 부르주아 정부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주민에 대한 대량억압 조치들
에 결코 의존하지 않았다.
당시 공산주의운동 전체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1918년 1월부터 1920년 12
월까지 전 세계에 창궐했던 이른바 “스페인 독감”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 중 하나였다.
그것은 당시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인 5억 명을 감염시켰다. 약 1천7백만 명에서 5천만 명,
나아가 1억 명까지 사망자 추정치가 다양하다.17) 그러나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대응은 사람들
에게 집에 머물라고 촉구하거나, 대중행동과 계급투쟁을 중단시키거나, 대량봉쇄와 같은 억압
적인 국가 조치들을 요구하거나, 확실히 이런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계
급투쟁과 집단적 대중활동을 강화했다. 그들은 사회주의 사회 ㅡ 즉 가난과 비참을 극복하고,
그와 함께 그러한 치명적인 팬데믹 확산의 조건을 극복할 사회 ㅡ 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자 자본가계급의 타도를 위해 싸웠다. 초기 코민테른의 전통에 서 있다고 자처하는 그룹들이
오늘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법을 취한다면 그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코로나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던 전염병인) “스페인 독감” 때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적 권리 억압에 전면
반대하고 대중투쟁을 요구했는데, 오늘 코로나19 때 그러한 좌파 그룹들이 민주적 권리에 대
한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적 억압을 지지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다! 오늘 RCIT와 모든 진
정한 혁명가들은 레닌과 트로츠키 당시 공산주의운동의 전통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16) Prof. Dr. P. Mühlens: Die russische Hunger- und Seuchenkatastrophe in den Jahren
1921-1922, p. 28 (영역은 인용자; 강조는 원저자)
1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Jaime Breitnauer: The Spanish Flu Epidemic and its Influence
on History. Stories from the 1918–1920 global flu pandemic, Pen and Sword Books Ltd,
Philadelphi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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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다운의 반동적 반대자들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록다운 정책의 좌파 지지자들은 록다운 정책에 반대하는 반동 세력들
을 들어서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길 좋아한다. 그들은 우리가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루와 같
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데마고기를 펴며 비난한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성격규정 한다면 환
각성 우매함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다.
혁명가들을 제국주의 강대국 등 사악한 권력의 “대리인” 또는 “첩자”로 비방하는 것은 반
맑스주의 데마고그들의 널리 알려진 방법이다. 1차 세계대전에서 볼셰비키는 “독일 제국주의
의 첩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볼셰비키가 러시아 제국주의의 패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
한 비난은 1917년 여름 케렌스키 정부의 “좌파” 정당들, 즉 멘셰비키와 사회주의혁명가당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스탈린주의자들과 사민주의자들도 1930년대에 트로츠키
주의자들을 “히틀러의 첩자”이자 “파시즘의 객관적 공범”이라고 비난했다. 트로츠키주의자들
이 독일에 대항하여 연합국(영·불·미) 제국주의를 방어하길 ㅡ 즉 스탈린의 ‘훈령’을 ㅡ 거부했
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이런 비난은 잘 알려진 반동적 비방 방법이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부르주아 정부의 이러저러한 프로젝트가 혁명가들뿐만 아니라 반동
세력들에 의해서도 반대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부르주아·소부르주아 계급 내에는 언
제나 차이들 (때로는 작은, 때로는 큰)이 존재한다. 1914-16년에 차르 지배 도당 내에는 독
일, 오스트리아 등 중유럽 열강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에 반대하는 친(親)독일 서클들이 있었
다. 러시아 사회제국주의자들에게 이와 같은 반대는 그 주체가 어느 세력이든 다 똑같은 “친
독파”의 반대였다. 즉 볼셰비키도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반대했고, 페테르부르크의 친독 귀족
들도 그랬다. 비슷하게, 1939-40년에 프랑스와 영국의 지배계급 내에도 히틀러와의 전쟁을
반대하는 친 나치 서클들이 있었다. 보다 최근에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르펜 (아버
지 르펜)의 극우파 당은 1991년 이라크 침공 제국주의 전쟁에 프랑스가 참가하는 것에 반대
했다. 당연히, 우리 또한 이 전쟁에 반대했지만, 르펜 때문에 반대하는 데 지장 받진 않았다.
물론 우리로서는 국제주의적·반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반대였지만 말이다. 미 제국주의가 데마
고기를 펴며 중국에서 민족 억압을 받는 위구르인들의 권리를 “지지”할 때, 우리가 무슬림 형
제자매들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국제주의적인 지지를 줄여야 할까?! 또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비난하면, 이것이 트럼프의 제재와 무력 과시에 대한 우리
의 반대를 줄여주는가?! 때때로, 야당으로 있는 우익 세력은 데마고기적 “친 인민” 언사로 정
부의 이 또는 저 긴축 안에 반대한다. 이것에 혁명가들이 오도되어 그러한 긴축 공격에 대한
반대를 중단할까? 물론 아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위기의 경우 사정은 아주 명백하다. RCIT가 이 국면의 시작 때부터
문서들에서 설명했듯이, 혁명가들은 모든 긴축 삭감 반대,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무료 대량검
사 등을 내건다. 이런 요구를 걸고 싸우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일 뿐
인 록다운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록다운의 우익
반대자들이 긴축과 자본주의 위기에 맞서 대중 동원을 요구하지도,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지
도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로가 처음에 록다운에 반대했고 트럼프, 보우소나로의 경우에
는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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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있는 것 같다. 첫째, 다른 여러 사안들에서 보았듯이,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로는 전략
적 사고자라기보다는 어릿광대다. 그들의 정부는 매우 불안정하고 그들의 고려 사항은 어떻게
든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것에 오직 꽂혀 있어 지배계급의 다른 중요한 사안들을 제대로 돌보
지 않는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해외 미군의 힘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국방부 예산으로 “멕시
코 장벽”을 세우는 것을 선호한다. 정치적으로 말해서, 이 광대들은 “이념적 총자본가” 대표
로 역할 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이다.
둘째,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와 연관된 것으로서,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루 같은 류의 우파
세력들은 보통 독점 부르주아지 내의 단지 소수 파벌을 대표할 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ㅡ 부
르주아지의 여타 파벌들보다 더 ㅡ 소부르주아 세력들과 중소 자본가들의 지지에 의존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경영주들과 중소 자본가들, 그리고 소규모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농촌
지역의 노동자들은 경제 셧다운으로 강력히,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그들 소득의 물질적
기초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루와 같은 정치가들이 특히 이러한 층들
의 지지에 의존하므로 다른 정치가들보다 록다운을 지지하길 더 꺼리는 이유다.
맑스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의 이익을 방어하는 사회·경제적 프로그
램을 지지한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소부르주아 층들을 독점자본가들에게 등을 돌리게 하고,
그리하여 노동자계급과의 통일을 위한 기초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 우리는 그들 층의 경제적
이익도 방어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공황 시에 그러한 소부르주아 층들을 지원하는
원조 프로그램 (대자본가들에 대한 더 높은 과세로 재원을 조달하는)을 지지한다. 다시 말하지
만,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루와 같은 우익 반동 세력들의 정책과는 정반대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마지막으로, 우익 반동 정부가 록다운에 반대하는 경향을 가질 거라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로가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주저하거나 주저했
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우익 정부들 ㅡ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루 못지않게 반동적인
ㅡ 은 록다운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 모디, 이스라엘 네타냐후, 헝가리
오르반을 보라.

향후 대중투쟁에서 아군과 적군
위의 분석에서 제시했듯이, 현 사태는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이전 몇 년 사이에 이미 진행
되어 온 과정을 가속화하고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젊은 활동가 층의 출현을 가져온
계급투쟁의 상승을 보아왔다. 이들 투사들은 한편으로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초적인 의식을 가
지고 있고 경험도 부족하다. 다른 한편으론 과거의 보수적인 정치적 겉치레로부터 자유롭다.
게다가 자본주의 위기가 가중되고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패권쟁투도 고조됨에 따라 공식
노동자·민중 운동 내 모순이 심화되었다. 그리스의 시리자 (급진좌파연합)와 같은 개량주의 당
들이 ‘집권’하여 인민대중에게 수년간 잔혹한 긴축과 민영화를 강요하는 정부를 이끌어 왔다.
베네수엘라의 통합사회당 (PSUV) 같은 볼리바르주의 당들은 중·러 제국주의에 나라를 종속시
키는 몰이꾼으로 기능하고 있다. 프랑스 “공산”당과 함께 장 뤼크 멜랑숑도 2013년 말리에
대한 프랑스의 군사개입을 지지했다. 한편으론 공식 노동자·민중 운동에서 주도적인 개량주의·
민중주의 당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론 지난 10년대 (2011-2020년)의 혁명적 봉기 속에서 활
동한 새로운 세대의 투사들이 있다. 이 양자 간에 거리가 눈에 띄게 벌어져 가고 있다.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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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것 없이 이들 개량주의 당들이 아랍 세계에서의 해방투쟁을 야비하게 비난한 것을 상기해
보면 될 것이다. 아랍 혁명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많은 경우 반혁명에 대한 철면피한 지지
(예를 들어 스탈린주의자들과 볼리바르주의자들이 시리아 아사드와 2013년 7월 이집트 시시
장군의 군사쿠데타를 지지한 것 등등)로 이어졌다. 많은 자칭 “트로츠키주의자”들도 이 같은
입장을 공유하거나 그러한 충돌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 많은 스탈린주의자들과 볼리
바르주의자들, 그리고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제국주의 라이벌 미국에 대항하여 러시아 또는
중국 제국주의를 ㅡ 공공연하게든, 위장한 방식으로든 ㅡ 편들고 있다. 그 외에도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을 지지하길 거부한 각종 좌파들도 있다.
이 모든 사태발전이 작금의 글로벌 반혁명 공세에 의해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 (또는 더 낮
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 놓여졌다. 공식 노동자·민중 운동의 거의 모든 지
도부들과 이른바 좌파의 상당 부분들이 록다운 정책과 현 시기 집회·시위 금지를 지지한다.
요컨대 이들 세력은 최근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반혁명 부르주아지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뉴 리바이어던 시기의 사태발전이 노동자·민중운동 내 양극화를 더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건강한 분자들 ㅡ 이들 세력 중 소수파일 가능성이 높은 ㅡ 은
다수파와 단절하고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파는 계속해서 우경화하여 급속히 반
혁명 진영으로 향할 것이다.
1차 세계대전 이래로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노동자운동 내 개량주의자
들을 “사회배외주의자” 또는 “사회제국주의자”로 성격규정 하는 전통을 이어왔다. 현 위기의
주요 요소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반혁명적 전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
리는 이러한 조치를 지지하는 개량주의·중도주의 세력들을 “사회보나파르트주의자”로 성격규
정 해야 한다. 이러한 록다운 좌익 (또는 리바이어던 좌익)이 바리케이드의 다른 편, 반혁명
편에 합류한 것이다.
RCIT와 모든 진정한 혁명가들은 노동조합 내, 그리고 일반으로는 노동자·민중운동 내 사회
보나파르트주의 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현 세계정세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분석과 결론을 공유하고 록다운 좌익과 단절할 의사가 있는 좌경화하는 사회
주의 세력과의 어떠한 관계 회복도 환영한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진전시킬 수 있는 그 어
떤 구체적 프로젝트에도 참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목표는 토론과 긴밀한 협력의 과정을 여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힘을 합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이것이
새로운 사회주의혁명 세계당 건설을 향한 투쟁을 전진시키는 단 하나의 길이다.
우리가 이러한 좌측으로 이동하는 세력에 대해 말할 때 자칭 트로츠키주의자들한테로 국한
시켜 말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이 대목에서 중요하다. 레닌은 1차 세계대전 당시 혁
명적 운동의 잠재적 동반자는 제2 인터내셔널 내 맑스주의 세력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
로부터도 찾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 그리하여 그는 생디칼리스트들 사이에서 잠재적 동맹군을
찾았다. 이후 초기 코민테른 시절에도 혁명가들은 토론을 열어 아나키스트들과 중국·인도·조선
의 민족주의자들 및 미국의 흑인 민족주의자들 (예를 들어 “아프리카 혈통 형제단”)을 전취하
려고 ㅡ 몇몇 경우에 성공했다 ㅡ 노력했다.18)
마찬가지로 오늘 혁명가들은 “트로츠키주의” 환경 외부의, 심지어는 “맑스주의” 환경 외부

1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James P. Cannon: First Ten Years of American Communism:
Report of a Participant, Pathfinder, New York 1973; Hakim Adi: Pan-Africanism and
Communism: The Communist International, Africa and the Diaspora, 1919-1939, Africa
World Press, Trent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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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보 세력들에게 개방적이어야 하며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세계정치의 현 결론이 마
오주의, 범아프리카주의, 각종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운동 등에 아무 반향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놀랄 일이다.
나아가 혁명가들은 강령적 관점을 공유하지 않는, 그리고 융합이 가능하지 않은 세력과 협
력하는 데도 개방적이어야 한다.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적 억압과 제국주의 전쟁과 긴축 공격
등의 면에서 공통의 지반이 있다면 공동 활동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러한 협력은
엄격한 통일전선 전술, 즉 정치적 기치를 섞지 않은 공동 실천활동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혁명가들은 중간계급과 자유주의 지식인과 노동귀족에 주파수를 맞추
는 행태를 일절 거부해야 한다. 소위 좌파의 대부분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지향이다.
RCIT는 언제나 좌파의 이러한 노동귀족적 지향을 비판해 왔다. 실제로 좌파가 현재 사회보나
파르트주의로 추락해버린 것은 이 소부르주아적 환경에 좌파가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통합
되어버린 결과다. 혁명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자계급의 중·하층과 피억압자를 향해야
한다. 바로 이들 층이 현 자본주의 3중 위기에 가장 혹독히 타격 받고 있다. 반혁명 공격에
먼저 반기를 드는 것도 이 층들일 것이다. 모든 스탈린주의적·개량주의적 편견에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것도 이 층들이다. 요약하면, 새로운 사회주의혁명 세계당 건설에서 혁명가들의 슬
로건은 이른바 “좌파”와 단절하고 노동자계급·피억압 대중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지향은 우리가 다른 글들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레닌과 트로츠키의 접근법에 바탕
을 두고 있다.19) 여기서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단 세 개의 인용문을 제시하겠다. 1916
년에 레닌은 기회주의자와 맑스주의자 간의 근본적인 지향 차이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썼
다.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사회주의자이기를 원한다면, 더 낮고 더 깊게 현실의 대중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것이 기회주의와의 투쟁의 모든 의미이며 모든 내용이다. 기회주의자들과 사회배
외주의자들이 실제로는 대중의 이익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노동자 가운데 소수층의
일시적 특권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부르주아 사상과 영향의 전달자라는 사실, 그들이 실제로
는 부르주아지의 동맹자이며 하수인이라는 사실,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우리는 대중에게 그들의
진정한 정치적 이익을 분간하는 것을 가르치고, 제국주의 전쟁과 제국주의 휴전의 모든 길고 고통에 찬
정세 변전을 거쳐 사회주의를 위해, 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가르친다.”20)

또 트로츠키도 볼셰비즘의 전략적 지향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볼셰비즘의 강
점과 의의는 노동자계급의 상층이 아니라, 피억압·피착취 대중에게 호소력을 가진다는 사실에
있다.”21) 그리고 제4인터내셔널의 유명한 창립 강령인 이행강령에서도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
이 말했다. “기회주의 조직들은 바로 그 본성상 주로 노동자계급의 최상층에 주의를 집중하고, 따라서
청년과 여성 노동자를 모두 무시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쇠퇴·부후화는 임금노동자로서, 그리고 주부로
서의 여성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힌다. 제4인터내셔널 지부들은 노동자계급의 가장 착취 받는 층들 속에
서, 따라서 여성 노동자들 속에서 지지 기반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헌신과 이타성과 희생할 용의의 마
르지 않는 저장소를 발견할 것이다.”22)
19)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Building the Revolutionary Party in Theory and
Practice. Looking Back and Ahead after 25 Years of Organized Struggle for Bolshevism,
RCIT Books, Vienna 2014
20) V. I. Lenin: Imperialism and the Split In Socialism (1916), in: LCW Vol. 23, p. 120.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320-21쪽]
21) Leon Trotsky: Perspectives and Tasks in the East. Speech on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Communist University for the Toilers of the East (21 April 1924); in: Leon Trotsky
Speaks, Pathfinder 1972,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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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RCIT는 세계정세에 관한 주요 문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접근법을 요약
제시했다. 우리는 거기서의 결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오늘 적실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중도주의·좌익개량주의 계열 대다수가 비관주의, 회의주의, "좌파 통합"이 부재하다고 투덜거리기, "레
닌주의적 초중앙집중주의"와 "전위당" 개념의 신경질적인 폐기 선언, 청산주의 칭찬 등에 의해 점점 더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들 세력이 노동관료와 소부르주아 지식인에게 지향을 두고 있고
그들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혁명가들은 착취와 억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
강령과 전략을 찾고 있는 노동자계급·피억압자의 새로운 전투적 층에 지향을 맞춘다. 우리의 낙관주의와
확고함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한다. 혁명적 방향으로 발전하길 원하는 자들은 중도주의·좌익개량주의 늪
을 향한 지향과 단절하고 건강한 전투적 프롤레타리아 환경에 뿌리를 내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혁명가들이 개량주의 당들이나 중도주의 그룹들을 무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통일전선
전술은 노동자 전위에게서 이들 수정주의자들의 영향을 벗겨내야 하는 힘든 투쟁이 항상적으로 필요하다
는 점에서 여전히 그 유효성을 조금도 잃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RCIT는 노동자·피억압자 대열
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투사들과 새로운 주도력에 지향을 맞춘다. 이러한 층으로부터만 새로 촉망 받는
세력과 새로운 역동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좌익개량주의·중도주의 대열의 보다 건강한
분자들에 영향을 미쳐 그들이 수정주의자들의 썩은 방법과 단절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혁명가들은 자본주의가 거대한 불안정과 급격한 전환의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
라 국제 노동자운동도 또한 이러한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것
은 없다. 이 시기의 성격과 그에 따른 과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세력들은 점점 더 타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거듭 우경화를 강요받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기의 첨예한 적대적 본질에 대한 이해에 근접
해오고 있는 세력들, 투쟁하는 대중 ㅡ 특히 노동자계급·피억압자의 하층 ㅡ 의 “후진적 의식”을 거만하
게 비웃는 것 없이 이들 대중과 함께 하려는 의지가 있는 세력들, 그러면서 동시에 혁명적 강령을 위해
비타협적으로 싸우고자 결의하고 개량주의·중도주의 배반자들을 가차 없이 공격하는 세력들, 이러한 세
력들은 스스로를 바꿔낼 수 있으며, 새로운 사회주의혁명 세계당 건설 투쟁에서 건강하고 완전히 긍정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역사적 유추의 한계를 의식하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현 시기가 1914년 1차 세계
대전 발발 이후의 연간과 유사함을 지니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이 시기에 노동자운동은 첨예한 위기와
분열과 전변을 거쳤다. 이 시기에 제2 인터내셔널 중도주의 다수파의 부패 ㅡ 이미 1914년 이전에 존재
했지만 그 당시에는 눈에 덜 명백했던 ㅡ 가 숨김없이 완전히 드러났다. 레닌과 그의 지지자들의 지향과
전술은 오늘 볼셰비키-공산주의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교훈을 준다.”23)

22) Leon Trotsky: The Death Agony of Capitalism and the Task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The Transitional Program (1938);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New York
1973, p. 218. [트로츠키, <<사회혁명을 위한 이행기 강령>>, 김성훈 옮김, 풀무질, 115쪽]
23) RCIT: The World Situation and the Tasks of the Bolshevik-Communists (March 2013).
Theses of the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March 2013,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8, p. 42,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march-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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