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선거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거리에서 보우소나루 정부를 패퇴시키자 

노동자·민중 조직들은 자본가계급 분파와 계급협조 하는 내부의 부르주아지 시종들을 끊어내
야 한다!  

혁명공산주의동맹 (RCIT 브라질 지부) & RCIT 국제사무국 공동성명, 2021년 9월 17일, 
http://elmundosocialista.blogspot.com & www.thecommunists.net

1. 극우 보우소나루 정부는 깊은 위기에 처했다. 2020년 극심한 침체에서 막 벗어난 브라질 
경제는 다시 수축되고 있다. (2021년 2분기에 –0.1%). 사회·보건 상황도 재앙 그 자체다. 모
두가 다 아는 부패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이다. 그 결과, 정권은 지난 선거 당
시에 얻었던 지지를 대부분 잃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우소나루는 2022년 10월 대선
에서 득표율 약 25%밖에 못 받을 것으로 나오고 있다.

2. 이 때문에 보우소나루는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쿠데타 위협을 암시하고 있다. 보우소나루는 
또 대법원과 그 밖의 사정 기관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기관이 보우소나루 일가의 
부패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곧 보우소나루를 탄핵하고 그와 그의 두 아들을 감옥으로 보
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우소나루 정부가 막대한 국가 자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
하고, 독립기념일(9월 7일)에 브라질리아와 상파울루에서 있는 친(親)보우소나루 시위 참가자 
수는 확실히 그들의 기대치 이하였다.

3. 만약 보우소나루가 그러한 쿠데타를 감행한다면, RCIT는 노동자·민중 단체들에게 총파업과 
거리에서의 대규모 동원을 통해 쿠데타를 저지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무장 정
당방위대 구성을 제창할 것이며, 병사들에게 쿠데타를 패퇴시키는 것을 도우라고 호소할 것이
다.  

4. 그러나 보우소나루가 그러한 쿠데타를 실제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 주된 이유
는 그의 정부가 인민대중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지 다수한테도 깊이 경멸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계급 대표자들 다수가 보우소나루를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데다가 주요 부르주아 
기관들의 권위에 먹칠을 하는 미치광이 광대로 보고 있다. 말하자면 브라질판 박근혜나 트럼
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에 의한 쿠데타는 심각한 진짜 쿠
데타보다는 지난 1월 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폭동의 희화에 가까운 쪽일 것이다.

5. 부르주아지의 "자유주의" 분파들 (브라질 민주운동당, 사회당, 사민당 등)은 현 시점에서는 
보우소나루에 반대하는 진영을 이루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소위 신자유주의 개혁의 굳센 옹
호자들이다. 그러나 이 당들은 대선에서 승리할 만큼의 충분한 표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한 표 기반을 얻기 위해 이 당들은 개량주의 PT(노동자당)가 가지고 있는 민중적 지지가 



필요하다. PT와 룰라 전 대통령 주위의 노동조합 관료들도 기꺼이 그러한 인민전선에 합류하
고자 한다. 실제로 인민전선은 수십 년 래 그들의 전략이었다. 그들은 보우소나루 정부에 대
한 민중의 증오를 내년 선거 지지로 돌려놓으려 하고 있다. 부르주아지 분파와 노동관료 간의 
이러한 연합으로 인민전선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부르주아지 분파들뿐만 아니라 PT와 노조
관료들도 거리의 대중동원으로 우익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일절 반대
한다. 이들 인민전선 지도자들에게 시위는 오직 선거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 이외에 다른 
계급투쟁 목적은 없다. 실제로 진정한 노동자·민중 정부를 권력에 올릴 수 있는 혁명은 그들
의 목표이기보다는 오히려 억제 대상이다.

6. RCIT는 그러한 인민전선은 부르주아 지배의 또 다른 버전일 뿐이라고 경고하는 바다. 그
것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같을 것이다. 전임 정부보다는 지배계급에게 더 효과적인 정부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계급 · 피억압자에 대한 비슷한 친 기업적 공격 정책을 실행하면
서도 꼭대기에 광대가 없기 때문에 전체 자본가계급의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을 것
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비슷한 친기업적인 정책을 시행하지만 
꼭대기에 광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의 이전 정부보다 더 효과적인 지배계급의 정부를 나타낼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인민전선 정부는 노동조합과 민중단체 지도부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
는 점에서 그러한 공격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미국에서 볼 
수 있다. 2020년 여름의 거대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봉기가 트럼프의 선거 패배 직후 거
리에서 사실상 소멸해버린 것에서 말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는 보다 권위주
의적인 정부의 창설을 목표로 하는 부르주아 보나파르트주의 의제가 고전적인 우익 정부들뿐
만 아니라 자유주의 정부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마크롱)이나 "좌파" 정부들 (중국의 스탈린주
의-자본가 독재 같은)에 의해서도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7. 당연한 바지만, 인민전선의 위험에 대한 우리의 경고는 이들 세력에 의해 시작된 반 보우
소나루 대중동원에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는 의연히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임무다. 그러나 좌파 세력은 그러한 반 보수소나루 운동 내에서 활
동하면서, 노동자·민중 조직들이 공공연한 부르주아 세력과 단절하도록, 그리고 운동 내 그러
한 부르주아 세력의 따까리 시종들을 끊어내도록 투쟁을 밀고 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룰라와 
그 일파의 선거 승리를 위한 인민전선 대신에 보우소나루 정부 타도 총파업을 위한 노동자 통
일전선이 필요하다!

8. RCIT는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투쟁방향으로 함께 싸울 것을 호소한다.

* 가능한 한 빠르게 우익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한 대규모 집회·시위와 총파업! 
  보우소나루 퇴진을 위해 선거나 탄핵을 기다려선 안 된다!

* 공장·직장에서, 지역공동체와 마을 주민운동에서 행동평의회를 만들어 노동자·민중을 조직화
하고 결집시키자!



* 노동자·민중 조직들은 그 어떤 형태의 인민전선과도 결별해야 한다!

* 인민전선 선거 지지 반대!  평의회와 민병에 기반한 노동자·민중 정부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