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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가국가의 폐쇄격리에 찬동하는 좌익들: 스페인 
스탈린주의와 포데모스의 사례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 (RCIT) 국제서기,  2020년 3월 24일, 
www.thecommunists.net

코로나19 위기는 세계정치의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코로나19 사태는 1989-91년 스탈린주의
의 붕괴나, 2011년 9.11 사태와 그에 따른 제국주의의 아프간 침략전쟁 같은 사건들 못지않
게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다. 

RCIT가 코로나19 위기 시작 이래 낸 일련의 성명과 기사들을 통해 설명했듯이, 지배계급은 
그들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패닉을 이용하고 있다. 거의 모든 자칭 맑스주의 조직들과
는 달리, 우리는 이 사태의 정치 반혁명적 본질을 즉각 인식했다. 이제 전 세계의 부르주아지
가 주민 대량 폐쇄격리 및 집회·시위 금지 등 민주적 제 권리에 대한 거침없는 공격을 대량해
고, 임금삭감, 대대적인 긴축 프로그램 등 경제위기 고통 전가 공세와 결합시키고 있다. 엊그
제 우리가 RCIT 시국선언을 통해 지적했듯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배외주의적 국가 보
나파르트주의 체제 구축이다.” 경찰과 군대가 거리에 총출동하고, 사람들은 집에 격리 폐쇄되
고, “빅브라더” 같은 숨김없는 공공연한 감시체계가 작동한다. 달리 말하면, 지배계급들은 새
로운 괴물 리바이어던을 만들어내기 위해 현 위기를 이용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 
위기를 엄폐물 삼아 일어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흔히 그렇듯이, 공식 노동자운동과 좌익의 많은 부문들이 지배계급의 압
력에 굴복한다. (1차 세계대전 개전 당초의 제2 인터내셔널을 상기해보면 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량주의 당들과 좌익 인민주의(포퓰리즘) 당들이 부르주아지의 “단결” 촉구에 장
단 맞춰 호응하고 있다. 노동자운동 내 개량주의·기회주의 세력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기화로 
한 대량 폐쇄격리 및 긴축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수치스럽게도 이른바 “혁명적 좌파”
의 많은 부문들도 대량폐쇄와 집회·시위 금지 같은 지배계급의 반동적 조치들을 지지한다.

 이러한 배반행각의 특히 두드러진 예가 스페인의 스탈린주의자들과 포데모스의 정책이다. 
포데모스는 부르주아 좌익 인민주의 당이다.[1] 서로 다른 세력들이 일종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당이다.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당 지도부를 점하고 있지만, 여기에
는 스페인공산당 ㅡ 역사적으로 스페인 스탈린주의 당 ㅡ 과 그 동맹군인 통합좌파 (IU) 같은 
주요 세력들도 포함되어 있다. 스페인공산당과 통합좌파는 둘 다 유럽좌파당(PEL)의 일부다. 
(유럽좌파당은 독일 좌파당, 그리스 시리자, 프랑스공산당 같은 전(前)스탈린주의 당들의 전 
유럽 차원의 연합체다).[2] 또한 포데모스 자체가 유럽좌파당의 일부였다가 지난해 유럽좌파당
이 몇몇 기술적인 문제로 분열을 맞으면서 그로부터 탈퇴했다. 그 때 이래 이글레시아스를 중
심으로 한 그룹은 멜랑숑이 이끄는 프랑스의 좌익 인민주의 당인 ‘굴하지 않는 프랑스’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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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이루고 있다.[3]     

잘 알려진 것처럼 포데모스는 2020년 1월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가 이끄는 사민주의 
당인 ‘사회주의노동자당’(PSOE)과 공동정부를 구성했다. 인민전선 정부, 즉 자본가계급에 봉
사하는 개량주의 세력과 인민주의 세력의 연립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다.

현 코로나19 위기는 “좌파”정부가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 오스트리아의 쿠르츠 정부, 영국
의 존슨 정부 같은 여타 부르주아 정부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
여준다.(앞서 그리스의 시리자 정부도 그랬지만 말이다.) 이들 정부처럼 스페인에서 산체스/이
글레시아스 정부도 주민에 대한 대량 폐쇄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일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시에 경찰과 군의 행정 권력을 크게 키워주고 있다. 3월 14일에 “좌파”정부는 15일 
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4] 

사노당/포데모스 정부는 이미 국가비상사태를 4월 11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첫 
번째 선포와는 달리 이번 연장 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1 야당 보수인민당
이 지지할 의사를 밝힌 뒤라 이미 보장된 것이다.[5]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폭탄적인 선언을 하는 이 “좌파”정부는 마크롱을 비롯한 그 밖
의 부르주아 국가 지도자들과 똑같이 군국주의적 언사를 사용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경찰과 
군대가 거리를 장악하고 있다. 현재 25만 명가량의 경찰과 군 병력이 스페인 전역에 배치되어 
있다. 동시에 자본가들은 노동자 수십 만 명을 해고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임금삭감이 자행되
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 제 권리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자·피억압자들이 제 때에 저항과 반격
을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사노당/포데모스 정부도 코로나19를 가지고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정

당화한다. 지금까지 약 2,300명이 사망했는데, 대량 봉쇄격리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것이다. 이
탈리아에서도 사정은 같다.

사실, RCIT가 반복해서 설명했듯이, 이 유행병에 대해서는 폐쇄/봉쇄로 맞서 싸울 수도 없
을뿐더러 그러한 폐쇄/봉쇄가 필요하지도 않다. 우리는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대량 무상 검진
과 입원 조치로 효과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보고 있다. 한
국이 중국 이후 바이러스가 퍼진 첫 번째 나라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망자는 단 
130 여명을 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대량 폐쇄/봉쇄 없이도 가능했다![6]

결국, 대량 폐쇄/봉쇄의 주 목적은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인
민대중을 파편화시키고 마비시켜 지배계급의 공격에 저항하고 반격할 수 없게 만드는 데 있
다. 포데모스가 이러한 반혁명적 공세를 주도하는 세력이라는 것은 포데모스의 부르주아적 성
격을 있는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의 이른바 “공산주의자들”도 포데모스와 똑같은 행보를 취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 직후, 스페인공산당(PCE) 지도부는 정부의 계엄령 식 조치에 대해 열정적인 지지를 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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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스페인 정부가 취한 비상사태 선포를 지지하며, 보건의료 위기
가 경제적·사회적 위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
다.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공공행정 조치 및 기능을 조정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해주는 비상사태 선포를 환영한
다.”[7]

말 나온 김에 유럽의 여타 스탈린주의 세력들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이들 스탈린주의자들은 정통 “맑스-레닌주의자”임을 자처하며 유럽좌파당을 “수정주의”라고 
종종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도 동일한 부르주아적 접근방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 예로 그
리스공산당(KKE)과 형제당 관계에 있는 오스트리아 스탈린주의자들 ㅡ “노동당 (Partei der 
Arbeit)” ㅡ 을 들 수 있다.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그들도 3월 15일 오스트리아 보수당과 녹
색당 연립정부에 의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지지를 보냈다. 이 비상사태 선포는 코로나바이러
스로 단 3명(!)의 사망자가 난 뒤였다. 2017/18년에 2,800명이 유행성독감으로 사망했을 때 
당시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애처롭게도, 오스트리아 스탈린주의자들은 정부에게 민주적 제 권리 금지를 너무 오래 가져
가지는 말아달라고 호소할 뿐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합리적이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이러한 집회의 자유 제한과 개인의 시민적 권리·자유 및 노동
권에 대한 대대적인 간섭은 그 기간이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다.”[8]   

이 성명은 스탈린주의자들이 사회적·민주적 제 권리를 두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대대적인 공
격이 자행되고 있는 시기에 비상사태 선포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십분 이해하고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를 지지하며, 다만 반혁명적인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너무 오래 가져가지는 말라”고 호소하는 데 국한하고 있다. 언제까지 
가져가는 것이 “너무 오래 가져가지” 않는 것인가? 스탈린주의자들이 “이젠 됐다”고 말할 때
까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해고로 거리에 내몰려야 할 것인가?! 

1929년 수준의 최악의 경제공황 시기에 반혁명적인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포데모스와 
스페인공산당 등 스탈린주의자들의 지지는 그들의 근본적인 반동적 성격을 다시 한 번 보여준
다.

이른바 좌파의 상당 부문들의 반혁명적 역할은 혁명당 건설 ㅡ 일국적으로, 국제적으로 ㅡ 
의 긴급한 필요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킨다. 모든 혁명적 활동가들은 노동자·민중을 상대로 ‘충
격과 공포’ 작전을 펴고 있는 부르주아지의 반동적 공세에 대항하는 투쟁에 앞장 서야 한다. 
동시에, 혁명적 활동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전 세계적인 히스테리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
이며, 적절한 보건의료 프로그램만이 ㅡ 폐쇄격리 경찰국가 전술 대신에 ㅡ 도움이 될 수 있
음을 설명해야 한다. 또 노동자·민중 조직들은 민주적 권리에 대한 금지·억압을 받아들이지 말
아야 하며, 공황의 고통을 전가하려는 자본가의 모든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함을 설명해야 한
다. RCIT는 혁명적 활동가들에게 이러한 비상 프로그램을 기초로 힘을 합쳐 싸울 것을 요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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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RCIT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일련의 성명과 기사를 발표했다. 그 중 많은 것들이 여러 언

어로 번역되어 있다.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모두 모아놓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
corona-virus/

특히 독자들에게 며칠 전 우리의 시국선언을 주목해줄 것을 요청한다.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덮개 (RCIT 선언, 2020년 3월 21일)
 
우리는 세계정세의 전환점에 있다. 지배계급이 배외주의적인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체제 구축을 위해 전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vid

-19-cover-for-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National Elections in the Spanish State: Critical Support 

for Unidos Podemos! Workers, Migrants and Youth: Don’t trust the Left-Reformist Program 
of the Podemos/IU-Leaderships! Organize and Mobilize for a Struggle on the Streets, in 
Workplaces, and in Educational Institutions! 08.06.2016,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spain-election-podemos/

[2] 유럽좌파당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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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nna 2019, pp. 270-276. The book can be read online or 
downloaded for free here: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다음도 보라. chapte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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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hael Pröbsting: French Stalinists Join the 
Bandwagon of Anti-Migrant Demagoguery, 24.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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