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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쿠바의 대중시위는 쿠바 국가기구의 탄압과 폭력에 부딪혔다. 시위는 또 쿠바 국가의 
성격과 시위의 본질을 두고 좌파 세력들 사이에서 광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혁명적 공산
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과 사회주의통합당 (CS 아르헨티나)은 이 대중시위와의 연대를 천
명하며 사회주의적 전망을 제창한다.[1] 이 글에서 우리는 문답 형식으로 우리의 접근법을 자
세히 설명하겠다.

  현 대중시위의 원인은 무엇인가?

현 시위는 최근 실시된 정부의 긴축 프로그램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올해 초, 이른바 "정돈 
작업"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쿠바 대통령 미겔 디아스카넬 정부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이다. 쿠
바 국영 매체에 따르면 이 개혁 조치는 다음을 의미한다. "1월 1일, 태환 페소화(貨)의 유통이 
중단되었고 자연인과 법인 대상으로 1 달러 당 24 쿠바 페소의 단일 환율이 채택되었으며, 동
시에 임금 개혁이 단행되어 가격 왜곡이 바로 잡혔으며 과도한 보조금과 지원금이 폐지되었
다."[2] 나아가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민간 부문’ 강화를 희망한다.

쉬운 말로 옮기면, 이것은 자본주의적 긴축 프로그램이다. 물가는 급격이 올랐는데 임금은 
정체되었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생계비용이 가파르게 뛰었다. 여기에 "과도한 보조금 및 지원
금 폐지"가 더해졌다. 명백히 빈곤과 기아가 최근 몇 달 사아에 대폭 심화됐다.

3월 초, “공산”당 중앙 인터넷 포털 "쿠바 디베이트 (CubaDebate)"는 화폐 개혁 이후 첫 
몇 개월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독자들에게 물었다. “피드백 의견은 참담한 것이었다.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파른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임금 인상으로도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생필품 부족과 생활비 증가에 대한 불만에 더해, 달러화 매
장이 쿠바인들을 사실상의 두 계급 사회로 갈라놓고 있으며 일반 페소 소득자들은 패배자라고 
분개했다.”[3]

화폐 개혁으로 수입이 40% 감소했다. 그 결과, 재화가 부족하고 사람들은 생필품을 얻기 
위해 매일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한다.

  이 긴축정책의 배경은 무엇인가?



"정돈 작업"은 쿠바의 자본주의 복고 과정에서 인민대중을 상대로 취해진 일련의 “개혁”(개
악) 조치 중 가장 최근의 공격일 뿐이다. 1991년 소련 붕괴 ㅡ 관료 독재 지배 하의 퇴보 타
락한 노동자 국가의 붕괴 ㅡ 이후 쿠바는 급격한 경제위기에 들어갔다. 그 결과 카스트로 정
권은 다른 나라의 집권 스탈린주의 당들과 마찬가지로 친자본주의적 시장 개혁으로 방향을 틀
었다. 몇 번의 지그재그 시기를 거쳐 카스트로 정권은 2010-11년 일련의 급격한 친자본주의
적 조치들을 시행했다. 미 제국주의의 제재에 직면하여 쿠바 정권은 중국 및 유럽연합과의 보
다 긴밀한 관계를 모색했다.

자본주의 복고로 착취와 사회적 불평등이 대대적으로 증가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1986
년 쿠바의 지니계수 ㅡ 사회적 불평등을 측정하는 ㅡ 는 0.22에서 0.25 사이에 위치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확립되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오늘 지니계수는 매우 불
평등한 사회를 가리키는 0.40 이상에 달한다.[4]

2018년에 발표된, 한 쿠바 경제학자의 연구는 “쿠바 시민의 10%에서 15%는 "부자"로 간주
될 수 있고, 40%에서 51%는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5]

2019년 사유재산과 "시장"의 역할을 정식으로 인정한 새로운 쿠바 헌법이 채택됨으로써 자
본주의 소유관계의 존재가 법적으로 정당화되었다. 사실, 이 자본주의 사적소유와 시장은 이
미 수년 동안 존재해 온 것들이다.[6]

집권당에 의한 자본주의 복고가 몰고 온 파괴적인 결과가 설상가상 미 제국주의의 제재로 
더더욱 악화되었다. 이 타격은 쿠바의 핵심 동맹 중국에 의해 단지 부분적으로밖에는 흡수될 
수 없었다. 이는 중국 자체가 사업 타산적인 자본가계급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쿠바측이 누적된 무역부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계속한다면 더 이상 외상으로 제품을 공급할 
용의가 없었다."[7]

게다가, 2019년 가을에 시작되어 글로벌 록다운 체제 ㅡ 맑스주의자들이 코로나19 반혁명
이라고 부르는 ㅡ 로 더욱 악화된 자본주의 세계경제 대공황이 쿠바를 덮쳤다.[9] 그 결과 쿠
바 경제는 지난해 11%나 규모가 축소되었고 중요한 관광 부문이 붕괴되었다.[10]

요약하자면, 현 사태는 잔혹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지배계급의 반민중적 경제‘개혁’ 조치
들과 미 제국주의의 제재에 의해 이중으로 격화된 만성적 자본주의 위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오늘날 쿠바 국가를 당신은 어떻게 성격규정 하나?

우리는 쿠바를 자본가 국가로 간주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쿠바는 스탈린주의-자본가 
지배계급이 지배하는 국가다. 구래의 카스트로주의 관료층이 1960년대 초 이래로 기형화된 노
동자 국가를 주재했다. 관료층은 성공적으로 권력을 유지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스스로를 새
로운 자본가계급으로 탈바꿈해냈고 동시에 새로운 자본가계급을 창출해냈다. 그리하여 집권당



은 그대로지만, 경제적 토대는 바뀌었다. 과거에는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였지만 지금은 자본
가 국가가 되었다. 쿠바는 중·러 제국주의의 긴밀한 동맹이다.

쿠바 집권당은 1989-91년 이후 다른 스탈린주의 당들이 들어간 같은 길로 들어갔다. 중국
에서[11], 그리고 베트남, 라오스, 북한에서[12] 집권 스탈린주의 당들이 그들의 정치적 독재를 
유지하는 동시에 성공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토대를 자본주의로 전화시켜낼 수 있었다. 중국은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성장 전화했지만, 쿠바는 베트남, 라오스, 북한과 비슷하게 자본주의 반
(半)식민지가 됐다.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였던 적이 없나?

쿠바는 맑스주의적인 의미에서 사회주의 국가였던 적이 없다. 평의회와 무장 민병으로 조직
된,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통치하는 노동자계급이 쿠바를 이끈 적이 없다. 1959
년 혁명 당시 카스트로주의 M-26-7 게릴라 운동은 그 계급적 성격에서 소부르주아 운동이었
다. 계급투쟁의 압력과 미 제국주의의 침략 위협, 그리고 소련의 압력으로 카스트로주의 운동
은 스스로를 스탈린주의 정당으로 전화시켜 부르주아지에 대한 수탈·몰수를 단행했다. 그러나 
쿠바는 1917-23년 레닌·트로츠키 시절의 소비에트 러시아와 같은 건강한 노동자 국가였던 적
이 없으며, 그 반대로 줄곧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였다.[13]

 미국의 제재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제재를 제국주의 강대국에 의한 경제 침략으로 보아 강력히 비난하는 바다. 
우리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제재 철폐를 요구한다. 이러한 제재는 (1959년 이전의 바티스
타 정권과 같은) 괴뢰 정권을 되돌려놓기 위한 워싱턴의 도구다.

우리는 쿠바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적 개입에 반대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 제국주의
가 쿠바에서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마찬가지로, 우
리는 쿠바를 "자국"의 반식민지로 여기는 중·러 제국주의의 모든 형태의 개입에 반대한다.

우리는 쿠바의 모든 문제가 미국의 제재에 의해 야기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불평등, 빈곤, 실업 문제들은 자본주의에 의해 야기된다. 바로 이 때문에 여
러분이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중국과 베트남에서를 포함하여) 비슷한 추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제재가 쿠바 문제의 주 원인이라고 돌리는 것은 스탈린주의 자본가 정권이 자
신의 반민중적 정책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다.

 현 민중시위를 어떻게 보나?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지금 쿠바의 민중시위는 우리가 전적으로 지지하는 정당한 



시위다. 시위를 "미국이 사주한 것"이라거나 "프락치들 공작"에 의한 결과라고 비난하는 것은 
스탈린주의-자본가적 비방이다. 24시간 안에 수십 개 도시에서 일어난 대규모 동원·결집 물결 
ㅡ 그 다수가 청년인 ㅡ 은 경제적 고통과 참화를 원인으로 하는 진정한, 자연발생적 대중 분
노의 결과다. 그러한 자연발생적인 운동이 전 세계에서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다. 경찰의 조
지 플로이드 살해 후 미국에서 일어난 시위 물결을 생각해 보라! 아니면 쿠바 정권은 그 "프
락치들"이 대중 속에 너무나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이 모든 대규모 
동원 시위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치?!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정권이 너무 약하고 너무 신뢰
가 떨어져 대중이 사이비 “공산주의자들”보다 프락치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뜻일 게
다!

실제로 쿠바의 현 대규모 시위는 전 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른 모든 민중시위와 본질적
으로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인민은 빈곤과 실업에 반대하여, 코로나19 반혁명의 반민주 
정책에 반대하여, 독재에 반대하여 싸운다. 이것이 지금 콜롬비아, 칠레, 이라크, 레바논, 인
도, 미얀마, 홍콩 등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왜 쿠바 인민의 항의시위는 그보다 덜 정당
해야 하나?

  "하지만 쿠바 정부는 사회주의 아닌가!"

글쎄, 이 행성에 존재하는 쿠바 정부는 사회주의 아닌데! 우리가 위에서 보여주었듯이, 쿠바 
정부는 입으로만 “사회주의” 정부고 실제로는 스탈린주의-자본가 정부다. 맑스주의자는 정치
세력을 그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카톨릭 교회는 입으로 10계
명을 설교하고 실제로는 거의 모든 계명을 어긴다. 모하메드 빈 살만은 입으로는 경건한 무슬
림이고 실제로는 부패한 폭군이다. 그리고 중국, 베트남, 북한, 쿠바의 "공산"당들은 입으로는 
"인민을 섬기"고 실제로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섬긴다. 그러므로 노동자·피억압자는 진정한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저들을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친 양키 정권으로 교체될 수 있을 위험성을 당신은 안 보는가?

하나의 위험만이 아니라 여러 위험이 존재한다. 한 가지 위험은 스탈린주의-자본가 독재가 
민중시위를 박살내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 다른 위험은 현 정부가 친미 정권에 의해 
교체될 수 있는 위험성이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두 결말 모두에 반대하여 싸운다.

만약 사회주의자들이 이 대중시위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프락치들”과 그 밖의 반
동들에게 현장을 내맡기는 것이다. 만약 사회주의자들이 인민을 적으로 하여 정권을 편 들면 
그들은 반혁명 분자들이 된다.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민중시위에 동참하고, 독립적인 
사회주의 강령을 옹호하고, 직접 민주주의적 민중평의회 창설을 위해 분투하는 것, 그리고 그
와 함께 혁명적 정권 타도와 노동자·빈농 정부로의 교체에 개입하려는 일체의 반동적 영향력
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이 과정을 진전시키고 앞당기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통
일단결 하여 혁명당을 건설하는 것이 필수다.



  많은 좌파 조직들의 쿠바 정권 지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은 부끄러운 일로서, 스탈린주의, 볼리바르주의, 사이비 트로츠키주의 등등 좌파의 심대
한 퇴보·타락을 비춰주는 것이다. 이들 중 다수는 쿠바 정권의 비방을 되뇌며 민중시위를 
"CIA의 음모"라고 비난한다. 그러한 반동적 쓰레기의 예로 하나만 들자면. 국제 스탈린주의의 
중추를 자처하는 그리스공산당(KKE)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영토에서 활
동하는 반(反)쿠바 마피아뿐만 아니라 쿠바 내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계획을 지지하는 세력
과 협력하여, 쿠바에서 정부 전복을 요구하는 반공주의적·반혁명적 슬로건을 내건 시위를 조
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들 조직은 시리아 혁명에 반대하여 아사드 독재를 지지하던 때나[15], 2013년 
7월 이집트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하던 때나[16], 홍콩 민주화 시위를 비난하던 때나[17] 자신
들이 퍼뜨렸던 본질적으로 동일한 반동적 비방을 여기서도 되뇌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같은 
제국주의 강대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아사드와 같은 자본가 폭군를 "반제" "진보"로 간주함으
로써 현실을 물구나무 세울 때 이것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재앙적 결론이다. 그 스탈린주의
의 부패한 방법, 중상비방의 방법은 결국 반혁명 진영으로 생명을 마감하게 마련이다.[18]

------------------------------------------------------------
[1] 다음 우리의 공동성명을 보라. Cuba: Support the Popular Masses in Struggle – 

for a true Socialist Revolution! 12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latin-america/cuba-support-the-popular-
masses-in-struggle-for-a-true-socialist-revolution/

[2] Cuban News Agency: Re-ordering task in Cuba, one month in, 1 February, 
2 0 2 1 
https://www.gobiernogranma.gob.cu/en/blog/re-ordering-task-in-cuba-one-month-i
n/

[3] Bert Hoffmann: Communist party congress in Cuba: After the end of the 
Castro era, what? April 15, 2021, 
https://theglobalamericans.org/2021/04/communist-party-congress-in-cuba-after-th
e-end-of-the-castro-era-what/; Encuesta: ¿Cómo ha vivido estos dos meses de 
ordenamiento monetario? 1 marzo 2021, 
http://www.cubadebate.cu/especiales/2021/03/01/encuesta-como-ha-vivido-estos-do
s-meses-de-ordenamiento-monetario/; ‘Cubadebate’ Removes the Ordering Task 
Survey From its Website, 7.3.2021, 
https://translatingcuba.com/cubadebate-removes-the-ordering-task-survey-from-its
-website/



[4] Omar Everleny: Inequality and population at risk of poverty in Cuba, August 
17, 2019, 
https://oncubanews.com/en/cuba/inequality-and-population-at-risk-of-poverty-in-c
uba/; 다음도 보라. Stephanie Nolen: A new Cuban revolution and the stark divide 
between rich and poor, January 8, 2016 
https://www.theglobeandmail.com/news/world/a-new-cuban-revolution-and-the-star
k-divide-between-rich-and-poor/article28073917/  

[5] Pedro Monreal: Contando “ricos” y “pobres” en Cuba: ¿qué dicen los datos 
disponibles? August 10, 2018, 
https://elestadocomotal.com/2018/08/10/contando-ricos-y-pobres-en-cuba-que-dic
en-los-datos-disponibles/

[6] 쿠바에서 자본주의 복고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는 우리의 다음 책자를 보라. Michael 
Pröbsting: Cuba‘s Revolution Sold Out? The Road from Revolution to the 
Restoration of Capitalism, August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uba-s-revolution-sold-out/; 다음도 보라. 
Juan Giglio y Damián Vekelo: Cuba tiene un gobierno stalinista, que aplica un 
ajuste capitalista, julio 13, 2021,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1/07/cuba-tiene-un-gobierno-stalin
ista-que.html

[7] Bert Hoffmann: Communist party congress in Cuba: After the end of the 
Castro era, what?

[8] RCIT는 코로나19 반혁명을 그 시작 이래로 광범위에 걸쳐 분석해 왔다. 2020년 2월 2
일부터 우리는 90편의 소책자와 논문, 기사, 성명에 단행본 책까지 발표했다. 이 모든 것을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 모아놓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
corona-virus/. 특히 다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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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a-cover-for-a-major-glo
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덮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vid-1
9-cover-for-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다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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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IT Books,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th
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이 문제에 대한 다음 우리의 첫 기사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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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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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No, the Corona Virus is not the 
Main Cause of the Global Economic Slump! Bourgeois Media Officially Recognize 
the Beginning of another Great Recession, 3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rona-virus-is-not-themain-caus
e-of-global-economic-slump/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경제 공황의 주 원인이 아니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rona
-virus-is-not-main-cause-of-global-economic-slump/]; Chapter “Another Great 
Recession has begun“ in RCIT: World Perspectives 2020: A Pre-Revolutionary 
Global Situation.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8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0/ [<2020년 세계 정세
전망: 준 혁명적 글로벌 정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orld-p
erspectives-2020-a-pre-revolutionary-global-situation/]; Michael Pröbsting: Another 



Great Recession of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Has Begun. The economic crisis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current dramatic shift in the world situation, 19 
Octo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nother-great-recession-of-the-ca
pitalist-world-economy-hasbegun/ [<자본주의 세계경제: 새로운 대공황이 시작됐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another
-great-recession-has-begun/];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Next Looming 
Great Recession. Observations on the Latest Stock Market Slump and the 
Structural Crisis of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12 Octo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next-looming-great-recession/

[10] Economía cubana cae 11% este año y debe crecer alrededor de 7% en 2021, 
17 diciembre 2020, 
http://www.cubadebate.cu/noticias/2020/12/17/economia-cubana-cae-11-este-ano-y
-estima-crecer-alrededor-del-7-en-2021/

[11] RCIT는 중국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열강 부상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같은 저
자의 다음 책에 실린 글도 보라. the second edition of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edited by Immanuel Ness and Zak Cope), 
Palgrave Macmillan, Cham, 2020, 
https://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07%2F978-3-319-91206-6_179-1;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Unable 
to See the Wood for the Trees (PTS/FT and China). Eclectic empiricism and the 
failure of the PTS/FT to recognize the imperialist character of China, 13 August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 그 외 
많은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
다.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12] 북한에서 자본주의 복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근에 발표한 다음의 몇몇 논문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Has Capitali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Crossed the 
Rubicon or Not? Reply to a Polemic of Władza Rad (Poland), 15 Jul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has-capitalist-restoration-in-north-korea-cr
ossed-the-rubicon-or-not/; Michael Pröbsting: In What Sense Can One Speak of 
Capitali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Reply to Several Objections Raised by the 



Polish Comrades of “Władza Rad”, 21 June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north-korea-and-the-marxist-theory-of-capi
talist-restoration/; Michael Pröbsting: Again on Capitali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12 June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again-on-capitalist-restoration-in-no
rth-korea/;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pp. 95-105

[13] 스탈린주의에 대한 우리의 분석으로는, 우리의 전임 조직인 League for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이 낸 다음 책을 보라. The Degenerated 
Revolution: The Origin and Nature of the Stalinist States,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talinism-and-the-degeneration-of-the-revol
ution/; 다음도 보라. Chapter II in Michael Pröbsting: Cuba’s Revolution Sold Out? 
The Road from Revolution to the Restoration of Capitalism, August 2013, RCIT 
Books,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uba-s-revolution-sold-out/

[14] Solidarity with Cuba! Statement by the Press Office of the CC of the KKE, 
12/7/2021, http://www.solidnet.org/article/CP-of-Greece-Solidarity-with-Cuba/. 국제 
스탈린주의 당들의 네트워크인 SolidNet에 들어가면, 쿠바 정권과의 비슷한 연대 선언의 홍수
를 발견할 수 있다! 

[15] RCIT는 시리아 혁명에 관한 수많은 책자와 성명, 기사를 발표했다. 우리의 다음 웹사
이트 상의 하위 별도 페이지에 이 문서들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
les-on-the-syrian-revolution/. 특히 다음 RCIT 호소문을 보라. Save the Syrian 
R e v o l u t i o n ! .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all-save-the-syri
an-revolution/ [<시리아 혁명을 구하라!>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save-th
e-syrian-revolution/]; 다음 두 팜플렛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Is the Syrian 
Revolution at its End? Is Third Camp Abstentionism Justified? An essay on the 
organs of popular power in the liberated area of Syria, on the character of the 
different sectors of the Syrian rebels, and on the failure of those leftists who 
deserted the Syrian Revolution, 5 April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yrian-revolution-not-dead/ [<시리아 혁명: 민
중항쟁이 내전으로 전화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pamphl
et-is-the-syrian-revolution-at-its-end/]; Syria and Great Power Rivalry: The Failure 
of the „Left“. The bleeding Syrian Revolution and the recent Escalation of 
Inter-Imperialist Rivalry between the US and Russia – A Marxist Critique of Social 
Democracy, Stalinism and Centrism, 21 April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yria-great-power-rivalry-and-the-failure-of
-the-left/. 다음도 보라. 같은 저자: A Revealing Statistic about Who is Responsible for 
Killing Civilians in Syria. The latest findings of the 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for the period from March 2011 to June 2021, 2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revealing-statistic
-about-who-is-responsible-for-killing-civilians-in-syria/

[1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oup d’État in Egypt and 
the Bankruptcy of the Left’s “Army Socialism”, August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egypt-and-left-army-socialism/; Yossi 
Schwartz: Egypt: The U.S. Support for the Military Coup and the Left’s ignorance, 
1 1 . 7 . 2 0 1 3 ,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egypt-us-support
-for-military-coup/

[17] RCIT는 홍콩의 대중시위에 관한 여러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China / Hong 
Kong: The Beginning of the Counterrevolution. The new National Security Law 
represents a full-scale assault on democratic rights by the Stalinist-Capitalist 
regime! 1 Jul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hong-kong-the-beginning-of-t
he-counterrevolution/. 이 성명의 말미에 이 문제에 관한 다른 여러 문서가 참고문헌으로 
제시되어 있다. 

[18] 스탈린주의 당들의 중·러 제국주의 지지에 대한 가장 최근의 비판으로는, 우리의 다음 
팜플렛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Servants of Two Masters. Stalinism and the New 
Cold War between Imperialist Great Powers in East and West, 10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
cold-w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