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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송환법” 반대 대중 시위  
   
    무기한 총파업으로 법안 완전 철폐하고 캐리 람 정부를 끌어내리자!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2019년 6월 18일, www.thecommunists.net

1. 홍콩이 현재 대규모 시위의 물결로 뒤흔들리고 있다. 시위자들은 이른바 본국 송환법 (범죄
인 인도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홍콩 사람들을 중국으로 인도하여 재판을 받게 
하는 법안이다. 중국 본토보다 홍콩에 훨씬 더 많은 민주적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ㅡ 중국 정권의 전제 통치를 놓고 볼 때 ㅡ 이 법안은 홍콩의 반정부 세력에 대한 심각
한 공격이 될 수밖에 없다. 최대 1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강제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
투르케스탄 위구르족 인민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은 중국 중앙정부의 독재 본질을 잘 보여준
다.

2. 그 동안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여러 민권 단체들이 이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최근의 고조된 대중항의 물결은 홍콩 역사상 최대 시위였다. 6월 9일에 백만 명
이상이, 16일에는 2백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 홍콩 시의 인구가 총 740만 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15세에서 54세까지의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거리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캐리 람 정부의 명령 하에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와 캡사이신 스프레이, 콩주머니 탄
환과 고무탄 등으로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이로 인해 최소 81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실려 갔
다. 시위대 한 사람은 쓰러져 죽어 이 운동의 순교자가 되었는데, 그는 등에 “중국 송환 반대, 
송환법 완전 철회,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학생들과 부상자들을 석방하라. 캐리 람 사퇴, 홍콩
을 도와주세요.”라는 배너를 붙이고 있었다. 

3. 캐리 람은 현재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고, 어서 시위가 진압되기를 바라고 있다. 캐리 람
은 법 제정을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이미 잔인한 탄압으로 운동이 급진화 하면서 지
금은 법안 철회와 함께 캐리 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중앙정부는 캐리 람 행정장관과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법에 따른 통치를 계속 확고히 지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4.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홍콩의 대중시위를 무조건 지지한다. 송환법과 
캐리 람 정부에 대한 반대 투쟁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 투쟁이다. 우리는 전 세계의 최소 39
개 도시에서 집회를 개최한 국제적 연대운동이 등장한 것을 환영한다. 시위대가 그들의 요구
를 관철한다면, 이는 중국의 스탈린주의 자본가 독재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5. 우리는 이 항의운동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시위 조직자 다
수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적 사상을 견지하고 있고 서방 “민주주의”에 환상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운동 일각에는 홍콩의 “독립”을 요구하는 흐름들도 있다. 앞서 홍콩 시는 1997년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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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대영제국에 예속되어 있었다. 이는 19세기-20세기에 중국에 대한 야만적인 제국주의 침
략의 유산이었다.  

6. RCIT는 미국 또는 유럽 제국주의에 대한 어떠한 환상에 대해서도 경계할 것을 촉구한다. 
이들 미국 · 유럽 제국주의 정부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의 긴밀한 동맹
인 이집트와 사우디의 유혈 독재정권들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지지하는지 보라. 미국과 영국
은 격화하고 있는 중국과의 세계 패권쟁투 속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홍콩의 불안을 
이용하려고 할 뿐이다. 

7. RCIT는 송환법을 완전 철폐하고 람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무기한 총파업을 요구한다. 
홍콩의 노동자와 청년층이 민주적 대중집회를 열어 그들 운동의 요구와 전술을 토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집행조정 기구가 이끄는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이러한 
대중총회에서 대표자들을 선출해야 한다.   

8. 우리가 볼 때,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이 중국 본토의 피억압 대중으로부터 스스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긴급하다. 고립이 아니라 그 반대로,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
은 초과착취 당하고 있는 노동자, 관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농민, 피억압 무슬림 위구르 
인민 등의 권리에 대해 지지를 표해야 한다.

9. RCIT는 홍콩의 민주주의 투쟁을 해방을 위한 국제적 투쟁의 일부로 본다. 우리는 활동가
들에게 국제적 · 사회주의적 시각과 전망의 기초 위에서 조직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목표
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혁명당 건설이 요구될 것이다!

* 송환법 완전 철폐! 캐리 람 정부 패퇴!

* 중국의 가짜 “공산주의” 자본가 독재 타도!

* 중국에서 노동자·빈농 공화국 수립! 사회주의 세계로 나아가는 첫 발로서 동아시아에서 사
회주의 연방 수립!

   RCIT 국제사무국

                             
                              * * * * *

RCIT는 중국에 관해 여러 책자와 성명, 논설 기사들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글들을 우리의 웹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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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특히 다음을 보라.

RCIT: China: Down with the Pseudo-“Communist“ Capitalist Dictatorship! No to any 
imperialist Great Power – U.S., China, Japan, Russia or the European Union! For a 
Workers and Poor Peasants Republic!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all-to-revolutionary-activists-in-chi
na/
[중국의 혁명적 활동가들] 가짜 “공산주의” 자본가 독재 타도! 노동자·빈농 공화국 쟁취! 제국
주의 강대국(미·중·일·러·EU) 어디도 지지해선 안 된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all-to-
revolutionary-activists-in-china/

Michael Pröbsting: China: Defend the Muslim Uyghurs against Oppression! 
1 8 . 1 0 . 2 0 1 8 ,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defend-the-muslim-uyghurs-a
gainst-oppression/

RCIT: Hong Kong/China: Long Live the Anti-Government Protests! For a General 
Strike against Police Repression and for Democratic Rights! Down with the 
Reactionary CCP Dictatorship! 2.10.2014,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hong-kong-protests/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Januar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
rivalry/

Michael Pröbsting: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hy-china-is-imperia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