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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호를 내며

이번 호에는 모두 6편의 글을 실었다.
최근 유럽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들은 노동자들을 서로 이간질시키기 위해 인종차별 카드를
사용하거나 외국인 혐오를 부추긴다. 실업난이 이주노동자들 때문이
라는 거짓 선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
미 서방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이런 점은 한국도 마
찬가지다.
‘이주, 이주노동자 그리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팽창기에 지배계급은

이주노동자들을 필요로 했지만 그들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비용은
감당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
자가 나란히 서서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음을 주
장한다. 또한 이 글은 사회주의자들이 작업장과 노동조합에서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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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0대 속죄양 삼기에 맞선 진보 청년들의 합리적 반론’은 조국 사태로 ‘공

정성’이 최대 화두가 됐던 작년에 진보 염원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
었던 《공정하지 않다 ― 90년대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한 서평
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기성 세대와 진보·좌파의 상당수가 20대의
특징과 진정한 염원을 잘못 넘겨짚고 이들을 섣불리 매도해 왔다고
지적한다. 이 서평글은 이 책이 몇 가지 모호함을 담고 있긴 하지만
진보·좌파 주류가 비계급적 진영논리나 남 대 여 프레임을 쫓느라 놓
친 중요한 문제들을 잘 짚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는 그린 뉴딜에 대

한 세계적 관심과 지지가 확산되는 이유가 기후 위기와 불평등의 심
화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서구뿐 아니라 한국에서 제기되는 그린 뉴
딜 논의를 살펴보고 있다.  
이 글은 그린 뉴딜 정책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약점을 소개하는데,
케인스주의와 현대화폐이론에 대한 비판이 그 내용이다. 또한 이 글
은 탈성장론자들과 그린 뉴딜 주창자들 사이의 논쟁을 소개하고 이를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적 논평을 덧붙이고 있다.
‘홍콩 항쟁을 둘러싼 한국 진보·좌파 내 논점들’은 홍콩 항쟁에 관한 좌

파의 잘못된 입장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글이다. 홍콩 항쟁이 친
서방 운동이라는 주장, 홍콩이 금융 중심지이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
로 할 수 없다는 주장, 홍콩인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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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사례들이다.
이 글은 이런 주장들의 이면에는 대체로 중국이 모종의 사회주의라
는 함의를 갖고 있지만 중국 사회는 사실상 자본주의의 일종인 국가
자본주의라고 지적한다. 또한 홍콩 항쟁은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불평
등에 대한 불만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운동이 더 발전하려면 노동
자 계급이 동원돼야 하고 계급 정치가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본론》의 개념을 제대로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논점들’은 에르네스트

만델의 《마르크스 캐피탈 리딩 인트로》를 서평한 글이다. 이 서평글
은 만델의 책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왜곡을 반박하는 유용한 내용
들도 있지만 몇 가지 약점들도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자본
주의를 너무 형식적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옛 소련과 동구권 사회들을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본 점, 전후 장기호황에 대한 잘못된 설명, 이
윤율 저하 경향을 경제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보지 않는 점 등이 그
런 약점들이다. 이 글은 만델이 지닌 여러 관점들이 오늘날 한국의 좌
파들도 공유하는 측면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본주의의 핵심
동학을 바탕으로 《자본론》을 변혁의 무기로서 활용하는 것이 마르크
스의 진정한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상시적 군사 경제’는 제2차세계대전 직후 군비 증강 드라이브가 경제

부양 효과가 있었음을 설명하는 글이다. 상시적 군사 경제는 군비(무
기) 증강이 경제 전반의 이윤율 저하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 글은 케인스주의와 정설파 트로츠키주의자들 모
두 전후 장기호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음을 지적한 다음 토니 클

32호를 내며 |

9

리프가 어떻게 하여 장기호황과 더불어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시 경
제 위기로 빠져든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번 호도 늦게 나왔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자들이 이 잡지를
정치적 토론과 논쟁의 유용한 무기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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