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혁명적 활동가들] 가짜 “공산주의” 자본가 독재 타도!  

노동자·빈농 공화국 쟁취!  

제국주의 강대국(미·중·일·러·EU) 어디도 지지해선 안 된다!  

혁명적 공산주의 국제동맹(RCIT)이 중국의 혁명적 투사들, 활동가 동지들에게 드리는 투쟁방향 제안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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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 자매들, 형제들! 

중국 시진핑 정권은 자신들이 “사회주의”를 옹호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 동안 이미 중국의 정권은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표해 왔다. 중국은 세계에서 억만장자/슈퍼리치가 가장 많은 자본가 국가가 되었다. 중국 정권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중국 기업들이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제국주의이고 신식민지주의다.  

시진핑 정권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중국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자신들이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진핑 정권은 과거 중국 인민의 반제반봉건 농민봉기, 일본 제국주의와 군벌, 국민당에 대항하는 

투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독점자본가의 권력이다. 오히려 중국 국가는 부패한 구 중국의 제국들과 더 닮은 현대판 자본가 

제국이다. 시진핑 정권은 사회주의 정부가 아니라 가짜 “공산주의” 자본가 독재다!  

진정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노동자와 피억압 인민을 이 정권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조직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진핑 

정권과 집권 “공산”당이 하고 있는 이른바 ‘개혁’을 지지하거나 그것과 함께 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 노동자와 피억압 

인민의 사회주의혁명을 통한 가짜 “공산주의” 자본가 독재 타도! 이 방향으로 투쟁을 조직하자! 그것이 우리의 투쟁 

목표여야 한다. 

혁명적 공산주의 국제 동맹(RCIT)은 중국의 민주노조 투사들, 혁명적 활동가들에게 힘을 모아 새로운 혁명적 세계당의 

일부로서 혁명당 건설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사회주의 미래를 위해 이 투쟁에 함께 하자! 

혁명적 공산주의 국제 동맹(RCIT)은 다음과 같은 투쟁방향을 제안한다. 

* 임금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자! 더욱 더 벌어지고 있는 임금 격차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하자! 

*농촌의 인민을 관료적 억압 · 착취로부터 방어하자!  

* 민주적 제권리 탄압 분쇄! 집회·시위· 결사· 언론출판 자유권 쟁취! 독립적 노조(민주노조)와 파업권 쟁취!  

*호구제(戶口制) 폐지! 나라 안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와 사회 및 의료 서비스에 동등한 접근권 보장! 

* 동투르키스탄(“신장(新疆)”)과 티베트 등의 민족적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 분쇄! 

위구르 주민들에 대한 이른바 재교화수용소 해체! 모든 재소자와 그들 가족에게 배상하라! 

독자 국가를 수립할 권리를 포함한 민족자결권 쟁취! 

* 여성 억압 분쇄! 성 소수자 탄압 분쇄! 

* 배외주의, 군사주의, 제국주의 타도! 무슬림에 대한 이슬람 혐오 선동 분쇄!  

세계 무역전쟁 타도! 제국주의 대국들 어디도 지지해선 안 된다! 

* 노동자통제 하에 내외국인 자본가 소유 몰수! 공업, 서비스업, 농업, 금융업 등 각 산업에서 모든 대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 

하의 국유화!  

* 가짜 “공산주의” 자본가 독재 타도! 

* 노동자·빈농 공화국 쟁취! 세계 사회주의연방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서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연방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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