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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 주가노프 식의 “사회주의” 

- 대통령에게 바치는 애국 스탈린주의 당 지도자의 어용 어릿광대 퍼포먼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국제서기, 2022년 7월 13일, 
www.thecommunists.net
 

  지난 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회 (국가두마)에서 원내 정당 지도자들을 만났다. 여기
서 당연히 푸틴은 자신의 정책,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을 옹호, 정당화하기 
위해 이 기회를 이용했다. 회담에서는 초청된 정치 지도자들의 짧은 발언이 있었고 여기에 푸
틴도 짧게 답했다.[1]

푸틴의 회담이 항상 그렇듯이, 참가자들의 발언은 이 보나파르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
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정세에서 발언자들은 대러시아 애국주의를 놓고 
서로 경쟁한다. 이 모든 것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못되는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 스탈린
주의 KPRF(러시아연방“공산”당) 지도자 주가노프의 발언과 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다.

     충성스런 종

 주가노프는 대러시아 제국주의를 지지하고 배외주의 "루스키 미르 (러시아 세계)" 이념을 옹
호하는 자신의 입장을 장황하게 설명했다.[2] 그리고 주군에 대한 끝없는 찬사가 이어졌다.

여기 주가노프가 푸틴에게 한 비굴한 연설 발췌문이 있다. "우리는 어느 모로 보나 중요한 이 
군사-정치 작전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
다. 러시아 세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일을 다 제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에 참가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대통령
의 연설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서 26개 발언 항목을 메모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처음으로 대
통령께서 밝히신 모든 쟁점에서 우리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특별군사작전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통합과 지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나치와 반데라 지지자와 미국 세계화주의에 
맞선 공동의 싸움에서 국가안보와 통합을 강화하자는 대통령의 연설과 정책을 지지할 것입니
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고 우리의 역사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나아가 주가노프는 푸틴이 중국과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대외정책을 전환한 것을 칭송
했다.[3] "실제로 저는 대통령과 여러 차례 회담을 했고, 대통령께서 베이징과 인도를 순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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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브릭스(BRICs) 내에서의 끊임없는 대화와 이 기구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의 동쪽 
배후를 강화해 주신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짓밟고 난 다음 중국을 상대하
려는 앵글로색슨 구상에 대항하는 이 매우 강력한 균형추는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
다."

우리는 이 비슷한 발언들을 계속 인용할 수 있지만, 이만으로도 러시아연방공산당 지도자가 
매우 충성스러운 사회애국주의자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914년에 독일 
조국 방어를 내건 에버트와 샤이데만 ㅡ 당시 독일사민당 다수 우파의 지도자로, 혁명좌파 로
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프크네히트를 살해한 책임자인 ㅡ 을 극좌파로 보이게 할 정도로 극히 
충성스러운 사회애국주의자 말이다. 주가노프가 푸틴의 발에 입맞춤 하는 것을 멈추게 한 유
일한 것이 있다면, 확실히 그것은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방문자 사이에 설치해놓은 
거대한 탁자일 것이다!

    푸틴과 마크롱 – "자본주의" 비판자들인가?

하지만, 훨씬 더 흥미롭고 통렬한 대화가 있다. 주가노프는 자신이 새로 발견한 사실을 공표
한다. 푸틴과 마크롱 ㅡ 신자유주의 제창자로 잘 알려진 프랑스 대통령인 ㅡ 이 자본주의 비
판자가 되었다는 발견이다!

"훨씬 더 전에 대통령께서 발다이 클럽에서 연설하셨을 때, 제가 주목해서 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는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본주
의가 미쳐버렸다며 더욱 강경한 말을 쓴 바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성채인 영국에서 자
본주의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쳐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내거는 조건
을 강제하고자 거듭 작정한 사람들이 세계대전에 불을 붙이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가노프는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자본가들은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나
치즘과 파시즘과 반데라 운동을 낳아놓을 뿐이기 때문에 해독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
의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다음 연설에서는 사회주의적 목표를 세우실 것
으로 제가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통합러시아당 [푸틴의 집권여당]도 그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이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좋아한다는 것을 저
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연방의회에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청문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자 수년 전부터 푸틴의 이너서클 일원인 뱌체슬라프 볼로딘이 "
사회주의"에 대한 주가노프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볼로
딘의 미소는 찬성 표시가 아니라 어릿광대의 퍼포먼스를 보고 비웃음을 표한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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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놀랍다. “공산주의” 지도자가 푸틴과 그의 통합러시아당이 "사회주의" 개념을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으니. 실제로는 어떠한가. 푸틴과 그의 통합러시아당
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한줌의 과두재벌 올리가르히가 지배해 온 러시아 자본가 국가와 
경제를 이끌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불평등과 자본 집중도가 급격히 심화되고 고도화 되었
다.

토마 피케티와 가브리엘 주크만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진보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최신호에 따르면, 러시아의 상위 10%가 소득의 46.4%, 부의 74.1%를 장악하고 있
다.[4] 이는 브라질과 비슷한 부의 집중이고 북미와 서유럽의 기존 제국주의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5] 푸틴과 그의 전쟁, 그리고 그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 모든 찬사는 이 스탈
린주의 당이 얼마나 철저하게 반동적인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일 뿐이다.

    "전쟁 사회주의"와 국가자본주의

주가노프의 "사회주의"는 푸틴의 대답으로 그 그지없는 얄팍함이 간단히 드러나 버렸다. "나는 
러시아연방공산당원들이 정확히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회주
의 이념에 관한 한 거기에 나쁜 점은 없습니다. 우리는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 이념을 구체화
해야 합니다. 몇몇 나라는 이 이념에 실내용을 부여했고, 이것은 시장 규제 형태 등과 연결되
어 있습니다. 이 이념은 꽤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살필 필
요가 있습니다."

푸틴의 답변은 외교적 요소가 분명히 있었지만 ㅡ 볼로딘은 덜 외교적이었다 ㅡ, 진실의 요소
도 담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사실 한 세기 이상 전부터 부르주아 · 개량주의 이데올로그들은 
국가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사회주의”로 윤색해왔다. 이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사회민주주
의 내 우파 사회배외주의 세력인 렌쉬-쿠노-해니쉬 일파가 “전쟁 사회주의”에 대해 얘기하면
서 시작됐다. 이들은 당시 독일 제국의 전쟁 관련 국가 규제를 “전쟁 사회주의”라고 추켜세웠
다. (독자들에게는 이 문제를 다룬 우리 문서들에서 상세한 분석과 설명을 참조하길 권한
다.[6]) 
 
따라서 주가노프와 푸틴은 도살당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시체 위에 세워진 "러시아 세계"의 팽
창에 대한 애국주의적 찬사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또한 "사회주의"의 기수로
서도, 즉 제국주의 국가와 제국주의 독점자본에 봉사하는 국가자본주의 규제의 기수로서도 함
께 손잡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수사적인 언사가 아니다. 실제로 최근에 러시아 연방의회는 노동자계급을 제물로 하여 
보다 국가자본주의적인 규제를 가능케 하는 두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이 법안들은 푸틴 정
권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신의 반동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7]

"국방에 관한" 연방법은 러시아 정부가 "경제 영역에서 특별 조치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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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이들 "조치"는 방산복합체의 최대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러시아 군대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확고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더해 연방의회는 휴일 및 휴가철 고용뿐 아
니라 잔업·특근이나 야간근무 등 근로시간과 관련한 특별조치 시행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도 
개정하고 있다.[8] 실제로 이 법은, 며칠 전 우리 러시아 동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기본
권에 대한 심각한 공격을 담고 있는 노동개악이다.[9]

주가노프 "공산주의자"들은 법 개정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면서도 이 법에 반대하지는 않았
다. 한 명의 의원만 반대 투표했다![10]

요약하자면, 최근의 사건들은 스탈린주의 KPRF가 사회제국주의 당이고 푸틴 자본가정권에 충
성하는 계급협조 어용 정당이라는 것을 재차 보여준다!

-------------------------------------------------------------------------
[1] Meeting with State Duma leaders and party faction heads, 7 July 2022, The 
Kremlin, Moscow,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8836. 다른 언급이 없
는 한 인용문은 모두 이 선언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크레믈린 대통령실 웹사이트에 따르면, 
회담에는 국회부의장단인 알렉산드르 주코프, 이반 멜니코프, 알렉산드르 바바코프, 알렉세이 
고르데예프,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숄반 카롤, 안나 쿠즈네트소바, 세르게이 네보, 표트르 
톨스토이, 보리스 체르니쇼프, 이리나 야로바야와, 원내 정당 대표들인 블라디미르 바실리예프
(통합러시아당), 겐나디 주가노프(러시아연방공산당), 세르게이 미로노프(공정 러시아―진실을 
위하여 당), 알렉세이 네차예프(신인민당), 레오니드 슬루츠키(러시아자유민주당), 국회의장 뱌
체슬라프 볼로딘, 대통령 비서실장 안톤 바이노, 부실장 세르게이 키리옌코가 참석했다.

[2]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푸틴의 푸들들 -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친러 스탈
린주의 당들>, 2022년, 2월 9일,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nato-russia-conflict-stalinism-as-putin-s-po
odles/#anker_12; 같은 저자: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2021년, 7월 10일,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
cold-war/#anker_10/

[3] RCIT는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
/#anker_6; 같은 저자: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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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Russian Imperialism and 
Its Monopolies, in: New Politics Vol. XVIII No. 4, Whole Number 72, Winter 2022, 
https://newpol.org/issue_post/russian-imperialism-and-its-monopolies/ (이 논문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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