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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에 대한 5가지 사실 

 

올해 1919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있었던 최초의 파시스트 집회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당신이 파시즘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사실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1. 베니토 무솔리니는 1919년에 그가 이끄는 정치 세력인 검은 셔츠단, 즉 Fasci di 

combattimento (전투 그룹)을 설명하기 위해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고안해냈다. 무솔리

니의 집단은 도끼를 꼽은 막대 다발인 속간을 이탈리아 국민이 단결하고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했다. 파시스트라는 단어가 무솔리니의 단체를 설

명하기 위해 처음 고안된 것이긴 하지만, 이후에는 이와 비슷한 신념을 통칭하는 어휘로 

사용되었다. 

 

2. 학자들은 무엇이 파시즘을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의 어려움을 오랫동안 토로해왔다. 

조지 오웰은 “파시즘이란 무엇인가?”라는 에세이에서 “거의 모든 영국 사람들은 ‘파시스

트’의 동의어로 ‘폭력배’가 해당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그것은 이 단어가 많이 남용

되는 것에서 기인한 현상이다”고 언급했다. 2009년, BBC 매거진은 “정치적 담론에서, 이 

단어는 학술적 목적보다 비난의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욕설과도 같은 단어”라 주장

했다. 

 

3. 단어의 오용에도 불구하고, 파시즘을 구성하는 몇몇 특징들은 명백히 구분 가능하다. 

파시즘 연구의 대부인 컬럼비아 대학교의 로버트 팩스톤 교수는 파시즘을 정치적 움직임

과 정치적 실천의 두 층위에서 정의했다. 정치적 실천의 관점에서 보면, 파시즘은 반자유

주의, 반사회주의, 극단적 배타주의, 팽창주의적 민족주의 등을 의미한다. 거대한 민족주

의 운동으로서의 파시즘은 쇠퇴기의 국가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팽창과 내, 외부

의 적에 대한 공격, 민주정을 대체할 권위주의적 독재정의 수용 등으로 나타난다. 

 



4. 팩스톤 교수에 따르면, 파시즘은 철학적 사상보다, 감정에 기반했다고 한다. 팩스톤 교

수는 파시스트 정권을 가능케 하는 7가지 감정을 제시했다. 

 

* 집단 우선주의 / 자신들이 피해자라 여기는 믿음 / 공동체의 쇠퇴에 대한 두려움 / 공

동체 내에서의 보다 긴밀한 통합 / 보다 강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 / (남성)지도자의 강력

한 권위 / 다윈주의 진화론에 의거한 폭력의 정당화 논리 

 

5. 파시스트 정부의 중요한 목표는 국가의 자급 자족 구조 구축이다. 하지만, 쉘든 리치

먼은 경제 체제로서의 파시즘은 자본주의 후보생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이야기한다. 

 

사회주의가 생산 수단의 국유화를 통해 경제를 운영했다면, 파시즘은 명목상의 개인 소

유를 허용하고, 이 소유자들을 지배하는 것을 통해 간접적인 통제를 추구했다. 사회주의

가 모든 시장 요소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시즘은 계획 경제를 추구하면서도 시장 

경제의 요소들은 남겨두었다. 일례로, 사회주의는 화폐와 가격 제도를 폐지했지만, 파시

즘은 통화 정책을 관리하며 가격과 임금을 조정했다. 

 

번역: 조정환 

출처: https://blog.acton.org/archives/107412-5-facts-about-fascism.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