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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사회주의통합당 (CS 아르헨티나)은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
셔널 동맹 (RCIT)과의 통합 문제를 심의했다. 총회에는 RCIT 대표자들도 참석했다. 토론이 끝
나고 대의원들은 RCIT 가입에 전원일치 찬성 표결했다. (아래 CS 결의문 참조.) 지금부터 사
회주의통합당은 RCIT 아르헨티나 지부로 된다.
이어서 동지들은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에 대항하는 쿠바 대중시위에 대해 논의했다. CS와
RCIT는 여러 성명과 기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시위를 라틴아메리카 계급투쟁에서, 그리
고 나아가 국제 계급투쟁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1]
동지들은 토론 속에서 스탈린주의의 반혁명적 역할을 여러 방면에서 지적했다. 최근 CS 여성
리더 가브리엘라 카푸로 동지에 대한 스탈린주의 깡패들의 살해 위협으로 이 반혁명적 역할이
특히 구체적으로 부각되었다.[2]
우리는 이번 통합이 RCIT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보전진이라고 본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세계정치와 국제 계급투쟁의 여러 주요 사안에서 (공동성명들로 문서화된) 일치에 도달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반혁명, 제국주의 강대국 (미국, 중국, EU, 러시아, 일본) 패권
쟁투, 그리고 팔레스타인, 미얀마, 콜롬비아, 쿠바 등에서의 민중항쟁·봉기에 대한 우리의 평
가분석 및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CS는 오랜 활동 역사를 가진 트로츠키주의 조직으로서, 그 기간대오는 라틴아메리카 트로츠
키주의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조류인 나후엘 모레노 전통에 연원을 둔 동지들이다.
CS 동지들은 여러 영역에 걸친 인상적인 선전 및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중에는 CS
웹사이트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 상의 매일 2-3개의 기사·논설
발표가 있고, 매주 2편의 TV 방영[3], 공장에서 노동조합 및 현장 사업, 청년·학생 사회주의
조직 사업, 근래 자본주의 록다운 정책에 반대하는 예술가들의 항의시위 조직[4], 그리고 노동
계급 여성 속에서의 체계적인 선전·조직 활동 등이 있다[5]. 또 여성폭력에 맞서 직접행동으로
싸우는 여성 정방대 (Defensorías de Géneros) 조직 활동을 전개했는데, 그 과정에서 폭력갱
단의 공격에 맞서 싸운 죄목으로 정방대원 카렌 마린 동지가 지금 2년 가까이 구속되어 있
다.[6] 그들의 용기 있는 활동의 결과로 조직이 성장하여, 기존의 오랜 혁명활동가 기간대오에
더해 다수의 젊은 투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통합이 이루어진 지금 시기는 세계정치의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시점이다. 자본주의의 깊은
위기, 제국주의 세계질서의 급격한 뒤흔들림, 계급투쟁의 폭발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 시기 성
격을 인식하는 데 고도의 통찰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단지 지난 2년만을 돌아보라! 2019년
여름에 시작된 민중항쟁의 물결이 홍콩과 인도에서 에콰도르와 칠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 뒤 2020년 봄 코로나19 확산을 엄폐물 삼아 전 세계 지배계급의 반혁명적 공
세가 펼쳐졌다. 그리고 2020년 여름부터 다시 항쟁과 봉기의 밀물이 일기 시작했다.[7]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2~3년 전의 세계와 몰라볼 정도로 다르다. 그리고 2024년에 세계는
어떻게 보일까? 물론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히 오늘보다 더 많은 전쟁과 지배계
급의 반혁명적 공격과, 그리고 혁명적 봉기로 점철된 세계일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
다.
현 시기의 성격을 의식하고 있는 자들, 냉소적인 구경꾼들이 아닌 자들, 스탈린주의와 부패한
민중주의 (포퓰리즘)의 독을 거부하는 자들, 중도주의적 혼란에 만족하지 않는, 그리고 노동관
료에 주파수를 맞추는 기회주의적 영합으로부터 단절하고자하는 자들, 이 모든 동지들에게 말
씀 드린다. 시간을 더는 잃지 말자. RCIT의 노선, 강령·전술을 학습 연구하자. RCIT와 함께
하자![8] 우리에게는 쟁취할 세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로 조직하고 싸우기 시작할
때, 그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세계를 쟁취할 수 있다!

* * * * *

사회주의통합당: RCIT 가입에 관한 결의(안)

세계 부르주아지가 모든 색조의 자본가 정부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씌운 록다운 봉쇄 및 이동
제한 정책을 우리가 규탄하고자 결정했을 때 우리는 전체 좌익 진영에서 홀로 남겨졌다, 사실
상 좌익 전체를 제국주의 앞에 무릎 꿇린 이 거대한 압력에 맞서 저항하는 세력들과 접촉하고
자 시도했을 때도 우리는 홀로였다.
그 때 우리는 1차 세계대전의 살육 앞에서 사회배외주의와 싸우며 패전주의 정책을 제안한 레
닌 이하 소수파 혁명가들 같은 조건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회배외주의는 지금 다시 한 번
‘자’국 부르주아지에게 투항하는 것을 뜻하는 “집에 머물러 건강을 챙기고 거리두기를 지키
자”는 깃발을 들고 재등장했다.
“흐름을 거슬러” 우리는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동지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동지들은 록다운 정책을 그 시작 시점부터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혁명적 세계당 건설에
열쇠가 될 책자 ㅡ <<코로나19 반혁명>> ㅡ 를 발표했다. 이 책자 내용과 RCIT 강령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인 동의는 미얀마, 팔레스타인, 콜롬비아 등의 투쟁과 같은 사안들에 대한 공동
성명으로 표현되었다.
이 공동성명들에서 우리는 트로츠키주의 정치 및 이행강령의 방법으로 핵심적인 계급투쟁 사
안들에 대응했다. 나아가 우리는 중국·러시아에 대한 제국주의 성격규정과 같은 이론적·강령적
사안들에도 일치를 보았다. 이들 열강은 전쟁의 방법으로 세계경제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

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 전쟁은 현재 상업적인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이 격화되면
서 마침내는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일치에 더해 우리는 건강한 토론으로 파벌적 책략 ㅡ 트로츠키주의 또는 사회주의혁명
의 기치를 견지하고 있다고 자처하는 타 그룹들이 보이고 있는 경향 ㅡ 을 배제하는 프롤레타
리아적 방식에 기초하여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켰다는 점을 추가로 밝혀야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오늘 총회에서 결의할 통합이 굳건한 기둥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 기초를 향후 계급투쟁에 대담하게 결합, 개입함으로써 더욱 더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고립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현 시기 가
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다. 쿠바 시위는 좌익 진영 사이에 깊은 골을 내고 있다. 왜냐하면 일
부 진영이 시위에 나선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나서서 공격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들은 "양키의 개입", "프락치" 등 스탈린주의적 구실을 내세워 시위에 대한 탄압을
요구한다. 우리의 원칙 있는 입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지도부 건설 도정의 질적 도약을
대표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 당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동지들이 제출한 통합 제안을 수용하여, 이후 계속해서 사회주의적 대응을 조직하고 혁명 총
참모부 건설에 기여함에 있어 우리는 힘을 합치는 바다. 오직 이 혁명적 세계당과 이 당의 일
관된 강령을 통해서만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다음 봉기에서 최종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우리는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잡는 것을 돕기 위해 구조조정과 긴축·삭감, 탄압에 대항하
는 슬로건을 제기하고 직접행동 방법 ㅡ 소비에트와 민병 결성을 포함하는 ㅡ 을 내걸어야 한
다. 이것만이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열 것이다. 피착취자도, 착취자도 없는 새로운 사회는
대중운동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의 행사 없이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쿠바에 관한 RCIT와 CS의 모든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

다

.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latin-america/cuba-solidarity-with-massprotests-against-the-stalinist-capitalist-regime/
[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Argentina: Denounce the Stalinists Threats against
Gabriela

Capurro!

https://www.thecommunists.net/rcit/argentina-denounce-the-stalinists-threats-again
st-gabriela-capurro/ [<가브리엘라 카푸로에 대한 스탈린주의자들의 위협을 규탄한다!>
https://www.thecommunists.net/rcit/argentina-denounce-the-stalinists-threats-again
st-gabriela-capurro/#anker_1]

[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https://www.youtube.com/channel/UCXXmov7T7idAkI5XDZERUdg
[4]

다음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latin-america/argentina-socialists-organiz
e-artistic-protests-against-lockdown-policy/;

see

also

다음을

보라.

https://cs-arteyrevolucion.blogspot.com/
[5] 다음을 보라. http://culturacs.blogspot.com/
[6]

이에

대해서는

http://libertadescs.blogspot.com/2021/01/karen-marin-otra-causa-armada.html
[7] RCIT는 지난 2년의 글로벌 계급투쟁과 코로나19 반혁명이 미친 결과를 여러 차례 다루었
다. 이에 관한 다음 우리의 가장 최근 기사를 보라. Michael Pröbsting: Interesting
Assessments

of

the

Global

Class

Struggle

by

a

Bourgeois

Think

Tank.

A

commentary on the findings of the latest issue of the “Global Peace Index” by the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21

June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interesting-assessments-of-the-glo
bal-class-struggle-by-a-bourgeois-think-tank/ [<현 시기 세계 계급투쟁 상승에 대한 부
르주아

기관의

평가에

대하여>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interesting-assessments-of-the-glo
bal-class-struggle-by-a-bourgeois-think-tank/#anker_1].
[8]

2021년

4월

RCIT

3차

세계대회에서

채택된

다음의

https://www.thecommunists.net/rcit-fire-manifesto-2021/

선언

(메니페스토)을

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