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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라 하는 연쇄 살인범

사회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였다. 사회주의는 60년 전 베네수
엘라에 처음 스며들었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형태의 정부임을 스스로 증명해
왔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한때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잠재적인 독재자이며 베네수엘라
의 역사는 그의 발언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독재
적이고 잔인하며 부패한 사회주의 정권이 되어버렸다.
10월 5일, 정의제일당의 대표 페르난도 알반이 자유의 적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는 볼
리바르 국가정보원에 의해 붙잡혀 고문을 당했고 그의 출혈은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심
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시신은 10층 건물에서 던져졌고, 그 후 공식적으로 자살로 판
정되었다. 이것은 살해 혐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노골적인 시도였다. 베네수엘라의
검사장은 볼리바르 국가정보원이 알반을 암살했다는 음모를 제기하는 사람은 대가를 치
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알반은 이 정권의 가장 최근의 희생자이다. 심지어 야당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
며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방관하고 있으며 정
치권과 경제를 통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현 정권은 정권에 대항해
시위했던 150명 이상의 사람들을 살해했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하는 어린 학생들이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의 적들을 제거하려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전략은 끊임없
이 반복되고 있다.

10월 12일, 은퇴한 공군 중령 라파엘 에네스토 디아즈 쿠엘로가 투옥되었다. 정권의 수
뇌부 중 한명인 호르헤 로드리게스가 그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디아즈 쿠엘로가 조국에
대한 반역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쿠엘로는 반역자가 아니다. 내가 연설자
로서 그와 이야기를 하고 무대에 같이 서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그는 현재 베네수엘
라 정권과 베네수엘라에 드리우는 위기를 걱정하는 은퇴한 군인일 뿐이다. 물론 그가 군
인이었던 사실과 군부대 출신이라는 점은 현 정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과도
정부가 국제 안보의 지원이나 싱가포르 경험을 벤치마킹 하여, 스위스 같은 정부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베네수엘라를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억지의 혐의를 받은 건 디아즈 쿠엘로 뿐만 아니다. 베네수엘라 신문사 엘
나시오날은 지난 6월 99명 이상의 군 장교와 인사가 반역 행위와 체제에 대한 음모로
인해 투옥되거나 직무에서 제명되었다고 보도했다.
사람들이 사회주의의 진정한 역사를 분석할 때, 이처럼 피를 통해 얻어진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 특히 젊은 이상주의자들은 “사회적 민주주의”, “진
보주의” 또는 “사회적 기독교주의”가 종종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자유를 파괴한다는 것
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정치, 경제 체제를 그러한 위협에 노출하는 것은 연쇄 살인범
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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