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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 모두 다섯 편의 글을 실었다. 먼저, ‘현실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두 국가자본주의 체제 — 쿠바와 북한 — 의 모순을 다룬 글
을 두 개 실었다. 2021년은 옛 소련이 붕괴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고,
그것은 과거지사가 아니라 여전히 좌파의 머리를 짓누르는 근본 문제
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잡지에서 관련 주제들을 몇 차례
더 실을 계획이다.
크리스 하먼의 ‘신화에 가려진 쿠바’는 라틴아메리카의 투쟁이 분출한
영향으로 쿠바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던 2006년에 발표한 것이다.
옛 소련권이 몰락하고 스탈린주의가 심대하게 타격을 받았는데도 ‘쿠
바식 사회주의’는 여전히 만만찮은 지지를 받고 있고, 피델 카스트로
는 살아 생전에 쿠바 바깥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 제국주의에 오랫
동안 맞선 인물로 존경받았다. 크리스 하먼은 쿠바 혁명의 기원,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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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카스트로 정부의 통치 방식, 쿠바 경제의 세계경제 의존성이 낳
은 경제적 취약성, 해결되지 않은 불평등 등을 설명하며, 미국 제국주
의(의 협박과 금수령 등)에 맞서 쿠바를 방어하면서도 혁명적 운동에
보탤 것이 전혀 없는 ‘쿠바식 사회주의’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한다.
김영익의 ‘핵·미사일과 경제난: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보여
주다’는 군비 증강과 주민 다수의 궁핍이 병존하는 북한의 현실은 미

국을 비롯한 유엔의 대북 제재 탓도 있지만, 근본에서 북한 정부의 우
선순위가 대중의 삶과 유리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북한 관료
들은 미국이 후원하는 남한과의 군사적·경제적 경쟁 압력에 대응하
기 위해 국가 주도 공업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대중의 소비와 생활
수준을 희생시켰는데, 이것은 사회주의적 조처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착취와 관계있다고 김영익은 주장한다.
커밀라 로일의 ‘마르크스주의와 인류세’는 인류세 개념의 유용성, 인
류세의 기원, 기후 위기 해결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을 마르크스
주의적 관점으로 다룬다. 일부 독자들에게 인류세가 낯선 용어일 수
있는데, 2000년대 이래로 이 용어는 소규모 과학자 집단을 넘어 꽤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 커밀라 로일은 인류세라는 용어 자체를 거부
하기보다 인류세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정초하고 후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발전시킨
방법론이 이런 이해를 위한 정교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그리고 인류세 논의를 인간과 나머지 자연의 관계, 과학자들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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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적 정치에서 할 수 있는 구실,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환경 개념의
중요성 등에 관해 재고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한다.
전주현의 ‘여성차별의 뿌리가 계급 사회에 있음을 밝히다’는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쓴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을 서평한 것이다. 혁명적
사회주의 전통의 주요 사상가들이 쓴 가장 중요한 책들을 소개하는
시리즈의 세 번째 편이다. 대다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차별이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존재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차별을 끝장낼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엥겔스는 여성 차별의 기원이 계급 사
회에 있음을 밝혀내고 따라서 계급 지배를 폐지하고 생산 방식을 혁
명적으로 바꾸면 여성해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훨씬 희
망적이라고 전주현은 평가한다.
양효영의 ‘혐오 표현, 국가 규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세계적으로 우익
이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정당
화하는 것을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를 추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
고 누구의, 무엇을 위한 표현의 자유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 그리고 우익의 혐오(표현)에 맞서 제출되는 여러 해결책들(국가
규제 등)의 한계에 대해 논평하며, 결국 대중 운동을 통해 대중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임을 역설한다.
2020년 12월 29일
김인식(편집팀을 대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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