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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기 세계 계급투쟁 상승에 대한 부르주아 기관의 평가에 대하여

“세계평화지수(GPI)” 최신호의 글로벌 계급투쟁 결론에 대한 논평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1년 6월 21일, 
www.thecommunists.net

며칠 전 ‘세계평화지수(GPI)’ 2021년판이 나왔다.[1]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는 
국제 분쟁·폭력 동향을 측정하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OECD, 유엔 등 각종 주요 제국주의 
기관들과 협력하는 부르주아 싱크탱크인 경제평화연구소(IEP)가 생산한다. 세계평화지수 보고
서는 영국 독점 부르주아지의 신문인 이코노미스트지의 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
닛’이 수집·분석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들 부르주아 기관들이 평가·분석하는 “국제 분쟁·폭력” 동향에는 주요하게 글로벌 계급투
쟁 동향이 포함된다. 그리고 당연한 바지만, 계급투쟁 동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이러한 기
관들에게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폭력”과 “분쟁”을 구체적인 정치적 
배경을 평가하지 않고, 계급적 내용을 이해함이 없이 추상적으로 다룬다. 그들에게는 억압자
의 폭력이나 피억압자의 폭력이나 ‘폭력 일반’으로 다 똑같다. 피억압 인민에 대한 자본가 정
권의 폭력이나 피억압자의 저항이나. 우익 세력의 폭력 시위나 진보 세력의 폭력 시위나 모두 
동일한 범주로 처리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계평화지수가 정치 관측자들에게 아무 정보도, 아무 흥미도 주
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그러한 부르주아 기관들이 세계정치와 국제 계급투쟁의 배경 및 
내적 동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조사연구에 일부 중요한 역학관계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보고서에는 맑스주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세 가지 결론 부분이 있다. 지금부터 보겠지만, 
이 부분은 최근 몇 년 동안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이 여러 문서를 통해 제시
해 온 세계정세 분석을 주요하게 확인해주고 있다.

첫째, 세계평화지수 2021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를 퇴치하기 위한 국가 공식 정책
이 민주적 제 권리를 공격하고 경찰·감시 국가를 확대하기 위해 지배계급에 의해 이용된 사실
을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팬데믹이 일부 나라에서는 정부 탄압과 정치 테러의 구실로 사
용되어 왔다. (…) 록다운 봉쇄 및 이동 제한법을 시행하는 데 과도한 공권력이 사용되기도 했
다."(27쪽)

예를 들어, 보고서는 이집트, 러시아, 인도, 남아공, 에티오피아, 우간다, 온두라스, 멕시코
와 같은 나라들을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당연히, 더 많은 나라들이 호명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민주 공세를 펴고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를 도입, 확대하기 위한 
구실로 팬데믹을 이용한 것이 이들 나라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수없이 지적했듯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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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코로나19 반혁명은 중국과 서방 제국주의 나라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
다.[2]

그러나 이 보고서를 생산한 경제평화연구소 ㅡ OECD와 UN의 후원을 받고 있는 ㅡ 의 부
르주아 정치 성격을 감안할 때 그러한 결론을 기대할 수는 없다. (속담에 있듯이 "개도 먹이를 
주는 손은 물지 않는다."). 그럼에도 보고서가 많은 주요국들에서 실시된 공식 코로나 정책의 
반민주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중요하다.

  2019/20년 혁명적 · 반혁명적 정세의 교차와 급전환

둘째, 세계평화지수 2021 보고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제 계급투쟁의 모순적 발전에 대한 
흥미로운 평가를 제공한다. RCIT는 세계경제가 2019년 가을에 대공황에 접어들었을 때[3], 이
것은 준 혁명적 세계정세를 연 글로벌 계급투쟁의 극적인 상승과 맞물려 진행된 것임을 여러 
문서 속에서 지적했다.[4]

그런데 팬데믹과 함께 코로나19 반혁명의 시작으로 2020년 봄에 이 투쟁 사이클이 일시적
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작부터 강조했듯이 지배계급의 반동적 공세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모순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대중투쟁 물결을 일으킬 것이며,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실로 얼마 안 지나 다시 대중은 반격을 시작했다. 그 가장 중요한 투쟁이 
미국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항쟁[5]이고, 또 인도에서 2020년 11월 26일 2억 5천만 명 
이상 인도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그 후 수개월에 걸친 가난한 농민들의 대규모 집회와 도로봉
쇄, 점거 시위다다.[6]

세계평화지수 보고서는 이 견해를 경험적 관점에서 완전하게 확인해준다. "코로나19 팬데믹
은 2020년 세계의 분쟁·폭력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 중 일부는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처음에는 팬데믹의 주된 영향이 전 세계의 폭력을 줄여주는 
것이 될 걸로 생각되었지만, 이것은 폭력의 일부 지표에 대해서만 사실로 판명되었다. 내부 
분쟁 주요 지표들이 2020년에 줄긴 했지만, 팬데믹이 능동적인 분쟁에 미친 영향은 단기간에 
그쳤고, 전체적인 정치·사회적 소요 수준은 지난 1년간 상승했다.(25쪽)

"팬데믹 시작 때는 소요와 시위가 초기에 감소했지만, 이 초기 소강상태 이후 전 세계적으
로 시위가 급증했다.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총 시위 건수가 증가했으며, 비록 모든 시위가 
팬데믹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팬데믹이 소요의 
주요 동인이었다."(27쪽)

  CIA에 의한 또 다른 확인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부르주아 연구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물을 추가하고자 한다. 
RCIT는 2019년 가을 준 혁명적 세계정세의 개막과 2020년 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배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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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코로나19 반혁명 개시 사이의 긴밀한 연관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 역사적인 사건에 
관한 책자 ㅡ 2020년 4월에 출판한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ㅡ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
이 지적했다. "이러한 사태발전 [2019년 가을 준 혁명적 세계정세의 개막]은 지배계급이 코로
나19를 엄폐물 삼아, 대규모 록다운 봉쇄와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체제 구축으로 
반혁명 공세를 개시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단일 요인이었다."[7]

몇 주 전, 알자지라는 지난 몇 년간 글로벌 계급투쟁의 발전을 몇몇 그래픽으로 설명하는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다.[8] 이 기사는 "대규모 동원 프로젝트 Mass Mobilization Project"라
는 이름의 한 대학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이 학술 프로젝트의 공식 웹 
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규모 동원(MM) 데이터는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들
의 운동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시민들이 정부에 반대하여 시위할 때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정부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MM 데이터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162개국을 다루고 있다." 진보적으로 들리지 않는가?!

그리고 실제로도 MM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열면, 깃발과 최루탄 방독면을 하고 짱돌을 던지
는 가두 투사의 대형 사진이 메인 페이지에 실려 있어 고전적인 좌파 웹사이트를 보는 느낌이
다. 하지만 이러한 느낌과는 달리 이 프로젝트는 전혀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연구 프로젝트
가 아니다! 그 공식 웹사이트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대규모 동원 프로젝트>는 정치 불안정 
태스크포스(PITF)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PITF는 중앙정보국(CIA)의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표명된 견해는 연구책임자 개인의 견해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습니
다."[9] 학술 기관이 지배계급과 (어떤 경우에는 아예 내놓고 제국주의 정보기관과) 어떻게 긴
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어쨌든 이 "대규모 동원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는 2019년 글로벌 계급투쟁의 극적 전환에 대
한 RCIT의 분석을 십분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꽤나 흥미롭다. 위에서 언급한 알자지라 기
사에 실린 그래프는 2010-2020년 기간에 참가자 1만 명 이상의 전 세계 대규모 시위 (미국 
외)의 한 해 숫자를 보여준다. 2010-18년에는 그 횟수가 50에서 100 사이를 오갔다. 그러나 
2019년에는 250으로 극적으로 뛰어오른 것을 보여준다. 즉, 이전 가장 높은 해보다도 2.5배 
더 많은 것이다!

제국주의 부르주아지가 2019년 글로벌 계급투쟁의 급격한 가속화 ㅡ 자본주의 세계경제 붕
괴의 시작과 결합된 ㅡ 를 두고 걱정이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팬데믹이 시작하자 그 속에서 
대대적인 반혁명 공세를 위해 이용할 기회 (그리고 필요)를 보지 않았을까?! 계급투쟁에 대해 
지배계급은 일상적으로 기민하게 촉수를 뻗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연관을 이
해하는 데 누구도 아인슈타인이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너무도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고 
부끄럽게도 지배계급의 반동적인 록다운 봉쇄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소부르주아 좌
익들뿐이다![10]

 2008년에 그 뚜껑이 열린 현 시기의 혁명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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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세계평화지수 보고서는 2008/09년 대공황으로 개막된 역사적인 시기에 전개되
고 있는 계급투쟁에 대해 흥미로운 관찰을 담고 있다. RCIT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계급 간 적
대 및 국가 간 적대가 이 역사적인 시기에 급격히 가속화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해 왔다. 그리
하여 계급투쟁의 대대적인 상승 ㅡ 가장 중요하게는 2011년에 시작한 아랍 혁명 ㅡ 과 함께 
강대국 (미국, 중국, EU, 러시아, 일본)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도 급가속이 붙고 있다. RCIT는 
세계무대에서의 이 같은 근본적인 (경제적·정치적) 균형 결여를 감안하여 이 역사적인 시기를 
"혁명적" 시기로 성격규정 했다. 우리는 이미 2009년 1월에 그 같은 평가에 도달하였으며, 그 
이래로 많은 문서들을 통해 우리의 평가·분석을 세부적으로 다듬어왔다.[11]

세계평화지수 보고서는 2008년-2020년 기간 "폭력 시위" 횟수에 대한 흥미로운 그래프를 
제공함으로써 맑스주의적 분석을 나름대로 확인해준다.[12] 2008/09년 대공황 이후 그래프는 
급격히 치솟고 있다. 현 역사 시기에 전 세계 계급투쟁이 대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가리킨
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2008년 이래로 소요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2011~2019년 기간에 반정부 시위, 총파업, 폭동 횟수가 244% 늘었고, 2008~2021년 기간에 
61개국이 폭력시위 지표가 악화된 데 비해 같은 기간 개선 효과가 나타난 나라는 27개국에 
불과했다. 2008년 이래로 유일하게 개선을 보인 지역은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이다. 
폭력시위 증가 추세는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록
다운 봉쇄를 비롯한 이동 제한은 처음에 시위 횟수의 감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곧이어 항의시
위의 수위가 급상승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거나 그 이상을 기록
하고 있다. 2020년에 시위자 숫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나라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
히 미국에서 그러했다.(34쪽)

지난 몇 년 동안 각종 스탈린주의자들과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은 RCIT를 비롯한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이 현 시기를 "혁명적" 시기로 성격규정 한 것에 대해 반박해 왔다. 이들은 반대
로 이 시기를 "반동기"로 보고, 대중의 "후진적 의식"을 탓한다. 우리가 과거에 언급했듯이, 
“이러한 태도는, 정치의식은 다듬어지지 못했을 수 있지만 반동 정권과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싸우고자 결의한 항쟁 노동자·피억압자들에게서 이들 세력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보여준다. 많은 경우, 이러한 사이비 맑스주의 조직들은 개량주의·민중주의 대중조직들의 관료
들과 정치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여러 경우에서 그들은 직간접으로 중국, 
러시아 또는 EU와 같은 제국주의 강대국들과도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항쟁 대중
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늙은 공룡들’ - 정치적으로 말해서 – 이다.”[13]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의 임무는 계급투쟁에서 노동자·피억압자를 편 들고, 혁명 전략을 구체
화하고 새로운 사회주의혁명 세계당을 건설하여 노동자 전위투사들을 돕는 것이다. 그러한 당
은 일차적으로 새로운 전투적 노동자·청년 전위대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RCIT는 모든 혁명적 
활동가들에게 사회주의 미래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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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edina Gunić: Coronavirus: "I am not a Virus"... but WE will be the Cure! The 
chauvinist campaign behind the “Wuhan Coronavirus” hysteria and the 
revolutionary answer, 2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uhan-virus/ [<코로나바이러스: “우
한 바이러스”히스테리 뒤에 숨은 배외주의 캠페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uhan-
virus/]; Michael Pröbsting: The Second Wave of the COVID-19 Counterrevolution. 
On the ruling class strategy in the current conjuncture, its inner contradictions 
and the perspectives of the workers and popular resistance, 20 Jul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second-wave-of-the-covid-19-
counterrevolution/; 같은 저자: The Police and Surveillance State in the 
Post-Lockdown Phase. A global review of the ruling class’s plans of expanding the 
bonapartist state machinery amidst the COVID-19 crisis, 21 Ma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police-and-surveillance-state-in-p
ost-lockdown-phase/; COVID-19: The Great Barrington Declaration is indeed Great! 
Numerous medical scientists protest against the reactionary lockdown policy, 11 



- 6 -

Octo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the-great-barrington-dec
laration-is-indeed-great/; Michael Pröbsting: COVID-19: The Current and Historical 
Roots of Bourgeois Lockdown “Socialism”. Police State and Universal Basic Income 
are key elements of the new version of reformist “War Socialism” of 1914, 19 
Dec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ovid-19-the-current-and-historical-roots-of
-bourgeois-lockdown-socialism/.

[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No, the Corona Virus is not the 
Main Cause of the Global Economic Slump! Bourgeois Media Officially Recogn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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