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브리엘라 카푸로에 대한 스탈린주의자들의 위협을 규탄한다! 

- 광신적인 쿠바 정권 지지자들이 사회주의통합당(CS) 여성 활동가를 “쏴죽이겠다”고 위협하
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RCIT) 긴급성명, 2021년 7월 16일, 
https://www.thecommunists.net/rcit/argentina-denounce-the-stalinists-threats-again
st-gabriela-capurro/

아르헨티나 트로츠키주의자이며 교원노조 활동가 가브리엘라 카푸로가 소셜미디어에서 광신적
인 스탈린주의자들로부터 "너를 쏴죽이겠다"라는 등 수차례 협박을 받았다. 가브리엘라 동지는 
아르헨티나 트로츠키주의 조직인 사회주의통합당(CS)의 오랜 멤버이며 주도적인 활동가다. 

스탈린주의 광신도들은 가브리엘 동지가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에 의한 긴축·삭감 정책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에 항의하여 시위한 쿠바 노동자들과 가난한 농민들과의 연대를 표한 것에 
격분했다.

스탈린주의는 자신을 비판하는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들을 공격하고 살해한 오랜 악명 높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스탈린주의자들은 레닌과 함께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인 레온 트
로츠키와 그의 지지자 수만 명을 살해했다.

중국, 베트남, 북한, 쿠바 등의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에 의한 악랄한 탄압 행보가 현지의 깡
패들을 대담하게 만들어 그들 주인을 따라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모든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 민주주의자, 진보 활동가들에게 가브리엘라 카푸로 동지
에 대한 잔악한 위협에 맞서 항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 * * * *

아래는 아르헨티나 사회주의통합당(CS) 동지들의 성명이다.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Stalinistas amenazan de muerte a compañera de CS Gabriela Capurro

 Por Comité Central de Convergencia Socialista, julio 16, 2021,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1/07/stalinistas-amenazan-de-muer
te.html

Debido a nuestro apoyo intransigente a la lucha del pueblo pobre cubano contra 
la burocracia stalinista-capitalista que gobierna ese país en nombre del 



"Socialismo", nuestra compañera Gabriela Capurro ha recibido varias amenazas -a 
través de las redes sociales- la última de estas diciéndole que "nos van a fusilar". 
Desde CS las tomamos en serio, ya que no suceden en cualquier contexto, sino en 
medio de la profundización de las acciones de protesta contra el gobierno de Díaz 
Canel, que ha salido a reprimirlas con dureza. Sus alcahuetes locales no sólo 
apoyan este curso represivo, sino que exigen que se profundice.

 Esta gente nos caracteriza como "enemigos", igual que a los trotskistas y 
anarquistas de la Revolución Española, cuando los agentes de la GPU los 
masacraron por que rechazaban el curso conciliador del gobierno, del Frente 
Popular, integrado el Partido Comunista. No es casual que estos personajes 
ataquen a Gabriela, que como estudiante del Instituto del Profesorado 103 de 
Lomas de Zamora, ha sido una de las referentes de la lista que derrotó a la 
agrupación liderada por el PC, en las últimas cuatro elecciones del Centro de 
Estudiantes. ¡Denunciamos esta situación, que es gravísima y llamamos a todas las 
organizaciones de izquierda y democráticas a pronunciar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