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미크론”: 코로나 반혁명 공격을 세차게 몰아치기 위한 구실

남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배외주의적 여행 금지 철폐! 
록다운 봉쇄 & 백신 의무화 분쇄!

2021년 12월 1일,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www.thecommunists.net

1. 며칠 전부터 자본가 정부들과 언론들은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새 변종
에 대한 성명과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없이, 전 세계의 언론들은 빠르
게 패닉을 퍼트리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이 급락했다. 남아공 정부가 이 새 변종에 대해 보도
한 첫 나라라는 이유로 언론들은 남아공을 오미크론의 발원지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제국
주의 정부들은 여행 금지령을 내리고 남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 국경을 폐쇄했다.

2. 이 같은 금지령과 국경 폐쇄가 과학적 연구로 그 정당성을 뒷받침 받고 있는가? 전혀 그렇
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다름 아닌 남아공 의학협회도 새 바이러스 
변종이 뚜렷한 증후군 없이 가벼운 질병을 가져올 뿐이라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더욱이 지배계급은 오미크론의 출현을, 맑스주의자들이 코로나 반혁명이라고 부르는 권위
주의적인 자본주의 팬데믹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하고자 작정하고 있다. 오스트
리아 정부는 지난 11월 말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록다운 봉쇄령을 내리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의무화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스 정부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월 100유로씩의 벌금을 (평균임금이 1,100유로) 내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 많은 제국주의 정부들이 이미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발표했다. 오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인 우르술라 폰 데 레이엔은 유럽연합 전 주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길 
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각국 정부들도 다시 한 번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전면 록다운 봉
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4.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전 세계의 지배계급들이 오미크론의 출현을 새
로운 더 심한 반혁명적 공세를 개시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는 바다. 
저들은 오미크론에 대해 누구도 들어보기 전에 이미 이러한 전환을 ㅡ 즉 백신접종을 하지 않
은 사람들에 대한 상시 록다운 봉쇄 (즉 일종의 준 가택연금)와 백신접종 의무화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ㅡ 시작했지만, 이 새 바이러스 변종을 그러한 전환의 핑계로 이용할 것이라
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5. RCIT는 2020년 2월 팬데믹 그 시작 시점부터 전 주민을 기준으로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가 미치는 위험을 독점 부르주아지가 대대적으로 과장하고 있음을 설명해왔다. 발병자 대부분
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거나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잘 알려진 사실에도 불구하고 저
들은 그 위중성을 그렇게 부풀려서 인민대중 속에 패닉을 조장한 것이다. 부르주아 언론의 위



선적인 미사여구와는 반대로,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자행되고 있는 사회적·민주적 제 권리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은 보건상의 우려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배계급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에 의해 추동된 것이다. 각국 정부가 공공보건 부문을 확충하지 않고 오히려 삭감하며, 경찰·
감시국가를 확대하고 빅파마 (제약 대기업), 빅파이낸스, 빅테크, 빅데이터의 이윤을 증대시키
는 데 집중하는 이유다.

6. 우리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팬데믹 지속에 책임이 있다는 자본가 언론의 거짓
말을 강력히 반박한다. 백신접종을 한 사람들도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
증됐다. 또 백신접종을 한 사람들이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망자의 상당 비율을 점한
다는 것은 확립된 사실이다. 유럽이 백신접종자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일 뿐만 아니라 감염자 
비율도 가장 높은 대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성인 주민 거의 전체가 백신접종을 한 
나라들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와 같은)조차도 최근 감염이 대규모로 급증했다.

7. 자본가 정부들이 코로나 반혁명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로 작심한 것 같다. 저들은 백신접종
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아파르트헤이트 분단 벽을 치고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백신접종을 받도록 강요함으로써 자신들의 반동적 정책을 급 가속화할 
계획임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좌들이 있다. 독일 보건부 장관 옌스 슈판은 백신접종을 하지 않
은 사람들은 겨울이 끝날 때까지 다 죽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지배계
급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는 공포 조장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미치광이 부르주아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배계급이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는 것은 자신들의 정책이 
인민대중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불신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다. 덴마크 정
부의 자문위원 모르텐 소더만 교수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백신접종을 불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불신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8. 분명히 하자. 이러한 반민주적 공격은 코로나 정책의 급격한 군사화에 의해서만 감행될 수 
있다. 독일 신정부 (사민당·녹색당·자유당 연립)의 코로나 위기 관리팀 수장이 군 고위 장성이
라는 점은 상징적이다. 우리는 다시 강조한다. 지배계급은 국가 억압기구의 대대적인 확장을 
통해서만 그 같은 코로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즉 인민대중 상당 부분을 그들의 의지에 반
하여 백신접종을 (그리 효과적이지도 않고 지속성도 없다는 것이 명백한 백신과 부스터로) 주
기적으로 받게 하고, 이동의 자유와 전 주민의 건강 상태를 상시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등등의 
정책이 억압기구 확장 없이 감행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이러한 사태전개는, 다
름 아닌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가 코로나 반혁명 정책의 핵심이라는 RCIT의 분석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9.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정책 강화 방향으로의 이러한 전환이 지금 이 시점에 일
어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제2의 침체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부르주아 코로나 정책의 공식 서사, 즉 모두 백신접종을 받아야 하며, 그리하면 
팬데믹은 끝날 것이다 라는 교리체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도 눈에 보
이고 있다. (록다운 효용에 관한 거짓말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우리는 최근 민중 항쟁과 봉기
가 또 다시 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상황 전체가 지배계급이 대공황 (2019년 가을에 시작
된)과 세계적 민중항쟁 물결에 직면했던 2020년 봄과 매우 비슷한, 강력한 닮은꼴을 띠고 있



다.

10. RCIT는 남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배외주의적 여행 금지를 강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전
면 록다운 봉쇄와 비 백신접종자에 대한 아파르트헤이트 분단 정책, 백신접종 의무화에 전면 
반대하며, 이러한 공격에 대항하는 대중시위를 지지한다. 우리는 백신접종자와 비접종자로 노
동자 민중을 가르는 분단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프랑스 정부가 결국 일정 양보를 
내놓지 않을 수 없게 한 마르티니크 & 과들루프 인민의 백신 의무화 등에 반대하는 대중봉기
를 열렬히 환영한다. 우리는 록다운 봉쇄와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을 ㅡ 직접적으로든, 간접적
으로든 ㅡ 지지하면서 지배계급의 시종으로 복무하는 사회-보나파르트주의 좌파를 규탄한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민중 단체들에게 대중시위에 동참하고 사회주의적 투쟁방향으로 싸울 것
을 촉구한다. 이러한 개입은 또한 대중항의운동 내 반동 세력을 몰아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 통제 하에 제약회사 몰수·수탈을 요구한다. 또 노동자·민중 통제 하에 
공공보건 부문의 대폭 확충을 요구한다. 이런 투쟁방향으로 RCIT와 함께 싸우자!

                                                        RCIT 국제사무국

                                   * * * * *

 
RCIT는 코로나19 반혁명을 그 시작 이래로 광범위하게 분석해왔다.  counterrevolution 
extensively since its beginning. Starting from 2 February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우
리는 100편 넘게 팜플렛과 시론, 성명, 논설, 그리고 단행본 책을 냈다.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서 이것들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
corona-virus/. In particular we refer readers to the RCIT Manifesto: “Green Pass” 
& Compulsory Vaccinations: A New Stage in the COVID Counterrevolution. 29 July 
2 0 2 1 ,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green-pass-compulsory-vaccinatio
ns-a-new-stage-in-the-covid-counterrevolution/

 다음도 보라. World Economy: The Second Slump Has Begun. Latest figures from a 
renown bourgeois economic institute confirm the Marxists’ analysis, 28 November 
2 0 2 1 ,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orld-economy-the-second-slump
-has-begun/ [<세계경제: 제2 침체가 시작됐다 - 최신 경제지표들이 맑스주의자들의 대공황 
분석을 확인해준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orld-economy-the-second-sl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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