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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적인 자본주의가 점점 더 많은 위기와 폭발과 민중봉기를 촉발하고 있다. 최근 가장 중

요한 사건 중에 쿠바의 대규모 시위[1]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아 폭동[2]이 있다. 두 나라 
사이의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태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두 사건 모두 자본주의 착취체제에 의해 야기된 빈곤과 참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좀 더 구
체적으로, 쿠바와 남아공 두 나라의 인민대중은 정부가 시행한 부르주아 긴축·삭감 정책이 만
들어낸 결과로 고통 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노동자계급을 겨냥한 긴축·삭감 공격은 일국적 맥락을 넘어 글로벌 맥락 속에
서 일어난다. 2019년 가을에 시작된 세계자본주의 대공황이 그 무대 배경이다. 이 대공황을 
배경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지배계급이 노동자계급과 빈곤 대중에게 위기를 전가하고 고통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나아가 자본주의 위기의 이 일반적인 배경은 구체적인 일국 조건과 결합되어 있다. 남아공
의 경우, 그것은 지금도 진행 중인 비공식 아파르트헤이트 사회분단 체제다. 그리고 쿠바의 
경우는 미 제국주의에 의한 제재와 스탈린주의 당에 의한 관료독재, 이 양자의 결합이다.[3]

  통치와 억압

이는 쿠바와 남아공 간 또 다른 중요한 유사점을 드러내주는데, 두 나라 모두 스탈린주의-
자본가 당들이 통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쿠바에서는 쿠바공산당(PCC)이 지금까지 60여 년 동
안 유일 합법 정당으로 통치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쿠바 정권은 중국, 베트남, 북
한의 자매 정당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탈자본주의 계획경제 소유관계를 잠식해가다가 최종적으
로 폐지했다.

남아공에서는 남아공공산당(SACP)이 ANC(아프리카민족회의) 정부의 중요한 일부다. 남아공
공산당은 아파르트헤이트가 공식 ‘폐지’된 1994년부터 중단 없이 ANC와 함께 정부를 운영하
며 항상 여러 정부부처 장관직을 맡아왔다.[4]

게다가 양국 정부는 민중 소요에 대해 탄압으로 대응해 왔다. 쿠바 정권은 경찰과 함께 당
의 깡패들을 거리에 보내 시위를 진압했다. 이들이 이번 시위에서 시위자 한 명을 죽이고 수
백 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사람 중에는 잘 알려진 프랑크 에르난데스를 비롯한 반체제 공산주



의자들과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남아공에서는 ANC-SACP 정부가 2만5천 군 
병력을 거리로 보내 기아폭동을 진압하라고 명령했다. 가장 최근 수치에 따르면 지난 며칠 동
안 2,50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212명이 사망했다.[5]

요컨대 쿠바와 남아공 스탈린주의 당들은 수십 년 동안 집권당들이다. 그들이 사회 양극화
와 궁핍·기아를 초래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관리 운영한다. 민중이 반기를 들면 잔혹한 탄압으
로 대응하고 중무장 경찰과 군대를 거리로 보낸다.[6]

나아가 쿠바와 남아공의 스탈린주의자들은 모두 중국과 가까운 동맹관계에 있는 정부를 운
영하고 있다.[7] 그리하여 스탈린주의-자본가 정당으로서 쿠바공산당과 남아공공산당 모두 신
흥 제국주의 강대국 중국 (및 러시아)이 주도하는 진영의 일부다.[8]

   인민대중을 적으로 하여 뭉친

그러므로 남아공공산당이 이틀 전 쿠바 정권과 연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수십 개 스탈린
주의 당들 중 하나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 당은 민중시위가 "미 제국주의에 의해 사주 
조종된 도발"이라는 정권 매체의 비방을 앵무새처럼 옮기며 쿠바 정권에게 영원한 충성을 맹
세한다. "공산당·노동당은 쿠바와 쿠바 인민에 대한 제국주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불안정 
이미지를 조성하려는 쿠바 국내외 반혁명 집단들의 사주 조종된 도발·와해 책동을 규탄한
다."[9]

많은 스탈린주의자들이 탄압 방법과 관련해서도 그들 지도자들의 본보기를 따른다. 사회주
의통합당 (CS 아르헨티나) 당원 가브리엘라 카푸로 동지에 대한 최근의 살해 위협 ㅡ 그녀가 
쿠바 민중시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ㅡ 은 다시 한 번 스탈린주의 당들의 정치적 본질을 드러
내준다. 이들 광신도 깡패들은 스탈린주의-자본가체제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잠재우고자 작정했다.[10]

이러한 위협은 스탈린주의의 썩어가는 부패상과 함께, 막다른 벽에 부딪힌 스탈린주의의 현
주소를 비춰주고 있다. 관료적으로 타락한 노동자 국가가 붕괴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제 
스탈린주의자들이 방어하고 있는 것은 모종의 왜곡된 “사회주의”도 아닌, 자본가 정권과 제국
주의 강대국이라는 것을 점점 더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그들의 지지
자들이 점점 더 사기가 떨어져가고, 당원들이 그들을 버리고 떠나며, 대중이 그들에게 염증을 
내고 하는 등등의 사태가 어떻게 안 일어날 수 있겠는가? 반대자들에 대한 위협과 폭력 외에
는 스탈린주의에 남아 있는 수단은 없다!

물론, 그들의 자본주의 관리운영 모든 것이, 자본가체제의 탄압기구 동원 모두가, 사회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그 모든 것이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맑스-레닌주의"의 이름으로 행해
진다. 이 단어들은 여기서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한 “맑스주의”는 껍데기만 남은 공문구고, 
그 주창자들이 아무것도 실천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공허한 이데올로기적 공약이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사회주의자들에게 강력한 교훈을 준다. 당들을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
동으로 판단하라! 다시 말해, 이 당들은 "맑스-레닌주의자"로 비칠지 모른다. 현실에서 이들은 
스탈린주의-자본가 세력이고 중·러 제국주의의 시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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