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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아직도 사회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가? 

 

1970년대, 내 아버지는 당시 혁신적인 의료기술이라 불렸던 혈관 우회 수술을 받기 위해

서 휴스턴으로 비행기를 타고와 30년을 더 살 수 있었다. 반면 당시 내 부인의 가족들은 

소위 ‘사회주의 낙원’이라고 불리던 폴란드에 아스피린 병을 사서 보내느라 여념이 없었

다. 두 개의 모습이 교차하던 당시, 나는 미국에 대비해 동유럽은 수술을 커녕, 기본적인 

약품조차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주의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굳이 사회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최악의 것들인 굴라그(옛 소련 강제노동 수용소), 대숙청과 관련된 것까지 

살펴볼 필요도 없다. 간단한 사례들로도 우리는 사회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89년 보리스 옐친은 텍사스의 우주센터를 방문하다 한 식료품점을 들렀을 때의 유명

한 말을 남겼다. “상점 선반 위에 쌓여있는 수백 개의 캔과 음식들을 발견했을 때, 처음

으로 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소련 인민에 대한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소련인들은 정부관료들이 파는 작은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줄을 서야 했다. 사회주의

의 이러한 참상을 우리 모두가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일부 정치인들은 다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인가? 소련이 붕괴한 지 28년이 지난 오늘날 말이다. 

 

오늘날, 몇몇 진보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칭한다. 얼핏 들으

면 친숙하고 점잖아 보이는 모습이다. 그들은 재보수를 못 받아 무너져 내리는 쿠바의 

건물들과, 베네수엘라의 굶고 있는 아이들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대학살은 철저히 외면

한다. 반대로 그들은 공정 무역이 진행되는, 훌륭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당과 바가 있

는, 그러나 사유물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도시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회주의

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도 황무지들로 바꿔버릴 뿐이다. 

 

물론, 이전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사회주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고 주

장할 수도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국가 안보 고문은 “내 생각에 버니 샌더스의 가



장 큰 과제는 이전의 부패한 사회주의에서 전환된 그 만의 사회주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의 한결같은 사례들이 보여주었듯이, 사회주의의 종착

점은 피할 수 없는 독재의 늪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권력의 중심은 항상 국민 개인보다 

정권에 몰리기 때문이다. 

 

항상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시원한 집에서, 배고픔 없이, 수많은 소비재와 전자 기기들을 

다루며 자본주의의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인들 중에서도, 사회주의 낙원을 동경하는 사

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모순적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 사회에 종종 보

인다. 

 

2013년 미국의 Salon지에서, “베네수엘라 지도자, 차베스의 경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사회주의와 재분배에 대한 사상을 지지한다는 칼럼을 썼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4

년 뒤 BBC는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석유 보유량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음식 부족으로 기

록적인 영아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700%의 인플레이션율에 직면해있다.”고 보도

했다. 아무래도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를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도, 캄

보디아도, 쿠바도, 그 어떤 국가도 사회주의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

가? 아마도 사회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은, 필연적인 실패로 이어지는 사상임

을 사회주의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희생자들과 증

거들이 쌓여있는 2019년 오늘, 아직도 미국 사회는 사회주의에 대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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