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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혁명적 정세가 미국에서 열렸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2020년 5월 31일, 

www.thecommunists.net

1. 전례 없는 사태발전이 미국과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 경찰에 의한 조지 플로이드의 
잔혹한 살해로 모든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항쟁의 불길이 치솟고 있다. 지난 5일을 거치
면서 이 시위·항쟁은 민중봉기로 전화되었다. 사람들은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를 연호하
고 있다. “적은 푸른색이다! (The Enemy is Blue!)”와 같은 경찰을 향한 대중적인 구호가 외
쳐지고 있다. 많은 시위자들은 경찰과 대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겁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평화주의적 환상을 떨쳐버리고 있는 것이다. 시위자들은 경찰차를 불태우고, 나아가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에 불을 질렀다. 이에 더해 1929년 이후 최악의 경제공황으로 인한 대량
궁핍과 집단분노가 일련의 약탈을 불러일으켰다.

2. 흑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백인 청년을 포함한 모든 색깔의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다는 것이 
이 봉기의 핵심 특징이다. 이는 인종주의와 경찰 폭력에 대한 항의가 이 봉기의 직접적인 원
인이지만, 극적 빈곤(3600만 명이 현재 실업상태)과 초 반동적이고 초 무능력한 트럼프 정부
가 의심의 여지없이 현 사태의 결정적인 근본 원인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3. 당국은 극도의 잔혹성으로 대중 시위를 진압하려 한다. 시위자 몇 사람이 이미 살해됐다. 
경찰 승합차가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여 기자들까지 총격을 당하거나 체포되었다. 그러나 시위
를 막지 못한 모든 주요 도시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주방위군과 육군헌병대가 몇 시간 안
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긴급 통고가 내려졌다. 그리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민중봉기를 깨부수
기 위해 연방군을 보내겠다고 위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심할 바 없이 공공연한 내전을 불
러일으킬 것이다. 이 모든 사태발전은 코로나19를 틈타 전 세계 지배계급들이 권위주의와 국
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환을 감행했다는 RCIT의 테제를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정치적 환
경에서는 경찰이 ㅡ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기구 일반이 ㅡ 인민대중과 나아가 언론까지도 포악
하게 공격할 정도로 대담해진다.

4. 한편 이 봉기의 위력으로 억압적 국가기구 내부가 균열되는 모습도 비쳐졌다. 플린트(미시
간 주), 캠던(뉴저지 주), 산타크루즈(캘리포니아 주), 캔자스시티(미주리 주), 파고(노스다코타 
주), 퍼거슨(미주리 주) 등에서는 경찰이 연대 현수막(“End Police Brutality!”, “Standing in 
Solidarity”)을 들고 시위에 합류하거나, 무릎을 꿇고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장면들이 펼쳐졌
다. 자본주의 경찰을 개혁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는 것은 범죄지만, 이러한 개별 행위들은 적
의 대열 내에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다. 혁명가들은 개별 경찰들에게 민중봉
기를 겨냥한 명령을 거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5. 지금 가장 중요한 전술은 민중회의를 조직하고 직장, 지역, 학교, 대학에서 행동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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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것임을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재차 밝힌다. 이러한 행동위원회
들이 요구안과 행동방침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지역적·전국적 통합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동위원회들은 대표자들도 선출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와 민중 단체, 노동조합, DSA (미국민
주사회주의자) 등에게 이 운동을 무조건 지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민중회의는 푸른색 제복
의 적에 대항하여 지역사회를 방어하고 경찰을 지역사회로부터 최대한 몰아내기 위해 무장 자
위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이 총파업을 조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
아야 한다는 것이다.

6. 어제 발표한 RCIT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이 민중봉기의 극적 성격을 언급한 바 있다. 우
리는 “급속한 사태발전이 미니애폴리스와 그 밖의 도시들을 이중권력 직전 상황으로 가져갔
다”고 썼다. 그러나 지난 30시간 동안의 장대한 사건들이 이 폭발적 위기를 워낙 심대하게 고
조시키는 결과를 낳아서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준 혁명적 정세가 열렸다고 말할 수 있다. 여
기서 한 단계만 더 고조되더라도, 예를 들어 트럼프가 연방군에 유혈 진압을 명령하면 즉각적
으로 혁명적 정세가 열리고 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7. 이 사태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심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는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런던, 베를린, 코펜하겐과 그 밖의 많은 도시들에서 연대 
행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쇠퇴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인 만큼 제국주의 세계질서 중심부에서의 준 혁명적 발전은 필연적으로 
뿌리 깊이 글로벌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향후 몇 날, 몇 주가 더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
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미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지난 2~3개월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엄폐물 삼은 지배계급의 글로벌 반혁명 ‘충격과 공포’ (shock-and-awe) 
공세 이후, 우리는 이미 레바논과 홍콩에서 민중봉기가 재개된 것을 보았다. 그러나 단연코 
미국의 현 사태는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겨냥한 대중의 가장 유의미한 타격이다. 이러한 사태
발전이 놀랍지 않은 이유는, 글로벌 반혁명 공세가 자본주의의 쇠퇴와 국가 간, 계급 간 모순
의 가속화로 특징지어지는 역사적인 혁명적 시기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역사적인 혁
명기에는 세계정세의 돌발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며, 반동적인 공격은 미래의 정치적 폭발을 준
비하는 것일 따름이다. 우리는 미국의 현 사태가 결코 이러한 사태발전의 마지막 사례가 아니
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8. RCIT는 현 반혁명 공세 시작 때부터 실제로 록다운은 팬데믹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배
계급의 예방 반혁명의 일부, 예방적 반민주 공격이라고 강조해 왔다.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인민대중에게는 국가 탄압이 아니라 진지한 보건 프로그램 (보호 장비, 대량검사, 무료 입원, 
무료 대량검사, 노동자·민중 통제 하의 공공보건부문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록다운과 집회·시위에 대한 반민주적 금지를 지지한 배반자 록다운 좌파를 비난했다. 지금 우
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분석에 대한 강력한 확인이다. 노동자·피억압자가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려고 하는 어디서든 그들은 록다운과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 레바논과 이라크, 홍콩, 미국에서 바로 그랬었다. 자유주의 중간계급과 개량주의 노
동관료의 압력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인 록다운 좌파보다 투쟁하는 대중이 훨씬 진보적이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지난 2-3개월간의 사태전개가 강력한 교훈이다. 록다운 좌파는 코로나
19 팬데믹을 엄폐물 삼은 반혁명 공세를 지지한다. 대중의 전투적 부분들은 록다운 체제를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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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시한다! RCIT와 모든 진정한 혁명가들은 투쟁하는 노동자·피억압자의 편에 서서 배반자 
록다운 좌파를 규탄한다.

9. 나아가 현 사태는 우리 문서들에서 상세히 설명한 RCIT 슬로건에 대한 강력한 확인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배계급의 억압 및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극적 전환을 놓고 볼 때, 주 슬로
건은 ‘국가비상사태의 민중봉기로의 전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몇 주간 레바논과 홍콩
과 지금 미국에서의 사건들은 이 슬로건이 현 시기의 객관적 동역학을 반영하고 있음을 강력
하게 확인시켜주는 증거들이다. 끝으로, 미국에서의 (또한 홍콩에서의) 대중시위·항쟁은 민주
적 제 권리 문제가 현 계급투쟁의 핵심 측면이라는 RCIT의 테제 또한 확인시켜준다. 당연히 
그러한 투쟁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제적 문제들과 종종 연결된다.

10. 동지들, 형제자매들! 두 달 전, 우리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 행동하라!”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것이 현 세계정세와 그에 따른 임무에 대한 정확한 성격규정
이었다는 데 의심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혁명가들에게 통일 단결하여 혁명적 세계당 건
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임무에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당만이 마침내 국제 사
회주의혁명을 조직하고 인류를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우리가 보아온 바와 
같이 이른바 좌파의 대다수가 기회주의적으로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에 장단 맞추거나, 이 또는 
저 제국주의 열강 (예를 들어 중국, 러시아, EU)에 영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당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그러한 기회주의로부터, 사회보나파르트주의와 사회제국주의로부터 
자유로운 국제 조직이 필요하다. 그것도 지금 당장 필요하다. 동지들, 형제자매들, 손 맞잡고 
그러한 역사적인 임무를 위해 함께 헤쳐 나가자! RCIT와 함께 하자!

                                  

                                                              RCIT 국제사무국

                                     * * * * *

 
다음 RCIT 문서들을 보라.

 USA: Justice for George Floyd! Workers and youth of all color: unite in struggle! 
For self-defense committees against the police! Organize a general strike now! 30 
Ma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north-america/usa-justice-for-george-flo
yd/

 China / Hong Kong: Down with the National Security Law! Organize and mobi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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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the looming counter-revolutionary onslaught by the Stalinist-Capitalist 
regime!, 23 Ma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hong-kong-down-with-the-nat
ional-security-law/

Lebanon and Iraq: Forward with the Popular Uprising! 12 Ma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forward-with-the-
popular-uprising-in-lebanon-and-iraq/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우리의 분석으로는, 새 책을 포함한 여러 문서들이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
corona-virus/; 특히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OVID-19 Global 
Counterrevolution: What It Is and How to Fight It. A Marxist analysis and strategy 
for the revolutionary struggle,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코
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th
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다음도 보라. RCIT Manifesto: COVID-19: A 
Cover for a Major Global Counterrevolutionary Offensive. We are at a turning point 
in the world situation as the ruling classes provoke a war-like atmosphere in 
order to legitimize the build-up of chauvinist state-bonapartist regimes, 21 March 
2 0 2 0 ,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a-cover-for-a-major-glo
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시국선언>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
는 덮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vid-1
9-cover-for-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