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자본가 신정(神政) 독재에 대항하는 인민봉기 만세!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등 중동 전체에서의 인민봉기와 뭉쳐 하나의 인티파다로 나아가자!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타도!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성명, 2019년 11월 18일, www.thecommunists.net

 
1. 이란에서 폭압적 자본가 정권에 대항하는 민중항쟁이 시작되었다. 현재 정권이 인터넷을 
차단하여 정보가 제한된 상태다. 그러나 이란 국영 이르나(IRNA) 통신이나 반(半)관영 파르스
(Fars) 통신에서의 보도를 보면, 의심의 여지없이 대중 반란이 11월 15일부터 전국으로 확산
되고 있다. 이들 보도에 의하면, 100개가 넘는 이란의 대도시와 중소 도시들에서 대규모 시위
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바단, 아바즈, 반다르 아바스, 베바한, 비르잔, 도루드, 가흐
사란, 가름사르, 고르간, 일람, 이스파한, 카라지, 케르만, 코람샤흐르, 마흐샤르, 마쉬하드, 메
흐디샤르, 카즈빈, 쿰, 산난다지, 샤흐루드, 시르잔, 시라즈, 쇼슈타르, 테헤란 등). 또 극히 잔
인하게 시위 진압을 시도하고 있는 경찰과의 폭력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은행 100
곳이 불타고 다수의 경찰서가 공격 받았다. 시위대 천 명이 체포되고 적어도 두 명 (경찰 포
함)이 죽었다.   

2. 시위를 촉발시킨 것은 정권의 휘발유 가격 인상 발표였다. 50% 인상하고 한 달 구매 상한
량을 60리터로 정했다. 60리터를 넘기면 200% 인상된 가격에 휘발유를 사야 한다. 모하마드 
바게르 노바흐트 기획예산처장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연간 300조 리알 (25억5000만 달러)의 
세수 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어려움에 처한 약 6천만 명의 이란인 (즉, 전체 인구의 
3/4)이 이것으로 혜택을 볼 것인데, 부부 2인 가족에게 55만 리알(4.68달러)부터, 5인 이상 
가족에게는 200만 리알(17.46달러)까지 지급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대중 반란이? 

3. 가격 인상은 일차적으로 자본가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및 쇠퇴기에 자신들의 이윤을 
유지하려는 시도다. 바로 이것이 지난 몇 년, 몇 십 년 사이에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그 
같은 사태 전개가 있었던 이유다. 현재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또 한 차례 대침체가 시작되면서 
지난 몇 주 사이에 칠레, 에콰도르, 레바논 등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가격 인상이 대중시위를 
촉발시켰다. 

4. 그러나 이란의 이슬람 자본가 독재정권은 민중항쟁을 “외세의 사주”를 받은 “훌리건들”의 
난동이라고 비난했다. (대중시위로 타격을 받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반동 지배자들도 동일한 
중상비방 방법을 사용한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시위를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대항하는 세계의 모든 악의 중심부들”이 거리시위를 응원했다. 하산 로하
니 대통령은 “무정부와 폭동”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권은 2017년 말 열악한 
생활수준으로 인한 시위 중에 22명이 죽은 것으로 보도된 당시의 소요를 떠올리며 그와 비슷
한 또는 그 보다 더 강력한 이번 소요를 확실히 두려워하고 있다.  



5. 미 제국주의는 이란 시위에 동조하는 척한다. 미 국무장관 폼페오는 위선적으로, “이란 국
민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 미국은 이란 국민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다. 미국은 여러분을 지
지한다. 미국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백히 이것은 웃기는 냉소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도 이란의 일반 서민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혹독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과연 미 제국주의자들이 독재와 잔인한 탄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인민에게 어떤 동정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왜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최악의 범죄를 저
지르는 이스라엘 시온주의 국가를 지지하는 것일까, 왜 예멘 인민을 살육하고 있는 사우디 왕
정을 지지하는 것일까, 왜 야만적인 이집트 시시 군사정권 ㅡ 트럼프의 “사랑 받는 독재자” 
ㅡ 을 지지하는 것일까? 어디를 둘러봐도 미 제국주의는 이란 인민의 적이며, 여타 모든 피억
압 인민들의 적이다! 

6.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이란 노동자 · 빈민의 민중항쟁을 유보 없이 지
지한다. 이 투쟁은 자본가 독재, 철저히 부패한 기업가들, 반동적 장성들, 위선적인 이슬람 율
법가들의 자본가 독재에 대항하는 완전히 정당한 투쟁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사회주의자
들과 민주주의자들의 무조건적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 

7. 나아가 이란 국가는 시리아와 이라크에 개입하여 초반동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리아
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솔레이마니 장군과 그의 특공대는 혁명적 민중봉기를 맞은 아사드 폭
압 정권을 8년 반 넘게 유지시켜 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이라크에서도 이란 
혁명수비대의 동맹군이자 그 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몇 주 전부터 이라크를 뒤흔들고 있는 대
중시위를 앞장서서 잔인하게 탄압하고 있다. 

8. 명백히 민중항쟁의 당면 목표는 대폭적인 가격 인상의 철폐다. 이를 위해 전국 규모의 무
기한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쟁을 확대 심화하기 위해 직장과 지역, 대학과 촌
락에서 인민평의회로 대중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또 경찰과 군대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정당방
위대와 자위(自衛)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투쟁이 혁명적 정권 타도 및 인민평의
회에 기초한 노동자 · 빈농 정부로의 대체 전망과 결합되어야 한다.     

9. 이란의 민중항쟁은 중동에서의 혁명적 과정 ㅡ 2011년에 시작한 대 아랍혁명 (the Great 
Arab Revolution) ㅡ 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다. 더욱이 우리는 이란이 몇 달 전부터 자
본주의 세계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글로벌 계급투쟁 물결에 합류한 것을 환영한다. 칠레, 에콰
도르, 온두라스, 아이티, 볼리비아, 카탈루냐, 레바논, 이라크, 이란, 시리아, 이집트, 홍콩에서
의 투쟁, 자유와 해방과 사회적 정의를 위한 이 모든 인민항쟁들은 하나의 인티파다 
(Intifada)로 뭉쳐야 한다! RCIT는 이 모든 노동자 · 피억압자의 투쟁 지지에 기초한 국제 연
대를, 그리고 모든 강대국 (미국, 중국, EU, 러시아, 일본)에 맞서는 반제국주의적 대항에 기
초한 국제 연대를 요구한다.

10. 이란과 그 밖의 다른 나라들에서 민중항쟁을 전진시키기 위해 혁명가들은 명확한 사회주
의혁명 강령을 내걸어야 한다. RCIT는 전 세계의 해방투사들에게 혁명당 건설로, 혁명 세계당 
건설로 뭉칠 것을 호소한다! RCIT와 함께 이 위대한 과업에 나서자!    



* 가격 인상 즉각 철회!

* 직장, 지역, 대학, 촌락에서 인민평의회 건설!

* 자위위원회 창설!

* 총파업 조직! 민중항쟁에 승리를!

* 노동자·빈농 정부 수립!

* 이란에 대한 제국주의 제재 철폐!

* 페르시아 만에서 미 해군과 그 동맹군들을 몰아내자!

* 이란 봉기를 제2 아랍혁명 물결과 하나로 묶자! 사회주의 중동 혁명 만세!

* 혁명적 세계당의 일부로서 혁명당 건설!  

                                                        
                                                     RCIT 국제사무국

                          * * * * *

이란과 제국주의 도발·침략에 대한 RCIT의 분석 글로는,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에 실린 여러 
논설과 성명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

특히 다음을 보라.

Iraq: Victory to the Popular Insurrection against the Government of Abdel Mahdi! 
Build Popular Councils! For a Workers and Poor Peasants Government! 04 October 
2 0 1 9 ,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iraq-victory-to-th
e-popular-insurrection-against-the-government-of-abdel-mahdi/

Aramco Attack: Defeat the US/Saudi/Israeli Warmongers! Defend Iran against any 
imperialist aggression! But no political support for the reactionary Mullah Regime 



in Teheran! 16 Sept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aramco-attack-de
feat-the-us-saudi-israeli-warmongers/

 Strait of Hormuz: Escalating Tensions between the US/UK and Iran. Drive the 
Great Powers out of the Middle East! But no political support for the reactionary 
Mullah Regime in Teheran! 22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escalating-tension
s-between-the-us-uk-and-iran/

Iran: Down with Trump’s Sanctions and Military Threats! But no political support 
for the reactionary Mullah Regime in Teheran! 11 Ma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down-with-trump
-s-sanctions-and-military-threats-against-iran/

Warmongering in the Middle East: Down with all Imperialist Great Powers and 
Capitalist Dictatorships! 13 Ma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joint-statement-w
armongering-in-the-middle-east/

For the Iranian Revolution! Down with the capitalist Mullah dictatorship! Down with 
Imperialism! For a working class revolution in Iran! Action Platform for Iran by 
the RCIT, February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iran-platform/

Michael Pröbsting: Are We Nearing a New “68 Moment”? A massive upsurge of 
global class struggle in the midst of a dramatic shift in the world situation 22 
Octo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re-we-nearing-a-new-68-mo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