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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을 바꾸는 시간  
먹튀자본, 약탈자본 GM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한국GM 

노조는 5년의 미래와 홀로서기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맨위로) 
글: 이성재(대우자동차노동조합(현 한국지엠지부) 19대 위원장) 

[편집자 주] 한국GM 노사는 4월 23일 법정관리 시한을 1시간 앞두고 임단협 교섭에서잠정합의했다.              

노사는 군산 공장에 남은 680명 노동자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할 것을 결정했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 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학자금 등 복지지급액 1000원억 축소에 합의했다. 정부는 한국 GM 노사가 이번             

합의에서 고통을 분담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GM의 장기 경영 의지가 확인되면 재정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글은 4월 18일 이성재 전 대우자동차노동조합(현 한국지엠지부) 19대노조위원장이           

한국 GM 사태의 원인과 향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기사이다. 

 

(사진: 비즈 N)  

“백주 대낮 에 칼 만 안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다”는 말이 있다. 바로 그 꼴이다. GM은 6.13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한국정부를 노골적으로 협박하면서 그간 급격히 부실해진 의혹투성이인 한국GM에 대한            

경영실사를 조기에 끝내고 지원을 약속하라는 것이다. 

먹튀 GM에게 당한 호주 사례 데자뷰다. 지난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GM은 호주 정부에게              

1억5천만 호주달러(1천3백억원)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이에 맛들린 GM은 소형차 생산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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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하면서 연구개발비 계속 지급을 강요하자, 호주정부는 어쩔 수 없이 2억7천5백만 호주달러(약           

2천3백억원)를 2012년 지급했다. 그러나 GM의 탐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3년 9월 총선을 앞둔             

호주정부에게 2억6천5백만 호주달러를 또 요구했고, 총선 후인 12월에도 1억5천만 호주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총선에서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약탈적인 GM에 넌더리가 난           

호주정부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선언하자 GM은 철수를 발표한 것이었다. 이때까지 GM에게             

지원해 준 금액은 연구개발비 외에도 2001년~2012년까지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20억 호주달러(약           

1조7천억원)에 달했다. 호주 정부는 GM을 붙잡아두기 위해 2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서도 결국            

‘먹튀’를 당한 셈이다.  

현재 GM 본사는 한국정부에 2조 7000억원의 본사 차입금을 본사차원에서 전액 출자 전환 으로            1

해소할테니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증자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2022년까지 SUV와 CUV            

각각 1차종씩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에 배정 투입에 맞춰 여기에 필요한 신규 28억 달러 중 산업은행              

17%에 해당하는 5천억원 지원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창원공장과 부평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2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GM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면서 책임이 아닌 특혜만            

요구하고 있으며, 17.2%의 지분은 가진 산업은행(정부)도 GM의 약탈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매년 해오던             

임금인상과 성과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구조조정에도         

반대하지 않았다. 한국지엠지부 노조는 ‘군산공장 680여명의 총고용보장, 부평2공장에 전기차와         

단종되는 캡티바 후속 차종 투입, 그리고 외주화 내지는 통폐합하려는 AS의 정상화’를 마지노선으로            

투쟁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GM, GM과 인연은 어떠했으며, 어떤 관계였나?  

한국GM은 GM과 50여년의 인연이지만, 악연인 회사다. GM은 지난 1972년 한국 자동차의 효시인            

신진자동차와 50:50 합작으로 GM코리아를 설립하면서 인연을 시작한다. 그러다가 80년대 불어 닥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회사가 어려워지자 신진자동차 지분이 산업은행으로 넘어갔고, 대우가 당시           

산업은행 지분 50%를 인수해서 83년 대우자동차로 사명을 바꾼다. 87년 독일 오펠에서 생산하던            

카데트를 ‘르망’으로 출시하면서 전성기를 여는가 싶었는데, GM본사가 부품 등 원재료를 비싸게           

넘기는 이전가격 문제와 기술이전에 인색한 기술이전문제등 등 GM의 약탈경영에 신물난 대우           

김우중회장은 92년 GM과 결별을 선언한다. 

그러나 98년 초국적자본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표적으로 삼은 동남아 IMF 경제위기는 한국도 비껴갈            

수 없었다. 이에 당시 한국의 재벌 2위였던 대우그룹이 워크아웃 되면서 대우자동차도 함께 최종             

부도처리 되고 만다. 포드가 포기하자 뒤늦게 인수전에 뛰어든 GM은 2001년 고작 4억 달러에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는 행운을 누린다. GM대우의 시작이다. 그간 북미와 대형차, 트럭 중심이었던           

GM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전 세계, 각 대륙에 생산공장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회사로           

발돋움한다. 당시 GM의 릭 왜고너(Rick Wagoner·52) 회장은 ‘2005 북미모터쇼’에서 한 언론           

1 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 
2 지정되면 향후 사업 소득에 대해 최소 5년동안 법인세 100%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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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GM대우는 출범한 지 불과 2년 만에 재정적으로 자립했다”면서 “미래 GM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GM이 파산하고 다시 New GM으로 탄생하면서 조기에 정상화된 것도             

전적으로 GM대우 덕분이었다. 당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는 상황에서 소형차가 없던 GM에게            

소형차를 제공했던 곳이 바로 GM대우였다. GM대우는 대우자동차 시절부터 축적된 소형차와 경차에           

관한 우수한 기술력과 공장의 생산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GM의 대표 브랜드인 쉐보레            

세단 판매량의 거의 40%를 당시 GM대우가 담당할 정도였다.  

4년 만에 완전히 망가져 버린 한국GM 

그렇지만 한국 GM은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기술과 부품과 관련해 GM 본사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본사의 결정에 휘둘리는 프랜차이즈와 같은 관계에 불과했다. 이렇게 잘 나가던            

GM대우에게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미전세계각대륙마다공장을설립해그간 GM대우에서             

개발한 차를 현지 생산하게 된 GM은 생산량의 85% 이상을 수출해 온 GM대우가 부담스러워졌다.             

“사냥을 끝낸 사냥꾼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토사구팽’이 바로 이런 경우였다. 

GM의 GM대우에 대한 역할 재조정이 시작된 것이었다. 회사명과 브랜드를 ‘GM대우’에서          

‘한국GM'으로 바꾸고, 브랜드도 ’대우‘를 완전히 버리고 ’쉐보레‘로 바꿨다. 한국GM에 대한          

다운사이징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자 생산량과 매출은 급감하고 손실과 부채비율은 급등해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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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듯이 매출은 2012년 15조에서 2017년 10조(2017년 감사보고서 참조)로 2/3로 줄어            

들었다. 부채비율은 경이롭게 84,980%인 자본잠식상태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누적손실이 무려 3조1,315억이었다. 어떻게이렇게짧은시간안에망가질수있을까의문이들지않을              

수 없다. 

왜 이렇게 망가졌나? 그 이유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2013년 GM의 일방적인 <쉐보레유럽 철수> 결정이었다. 당시 쉐보레유럽은             

한국GM의 미국 다음의 제2 수출지역이었다. 그런 유럽지역에서 철수를 한국GM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자기 팔다리를 자른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다. 그렇다고 GM이 대체 수출지역을 마련해 준 것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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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유는 과도한 연구개발비 수탈이었다. 자동차회사에서 연구개발은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한국GM의 연구개발비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였다. 하나는 한국 GM 연구개발비는           

한국GM에게 무형자산(지적 재산권)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연구개발비는 부담하는데 지적재산권은         

전적으로 GM본사가 가져갔다. 그래서 한국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소위 ‘갑질’인 것이다. 둘째로 한국GM의 매출과 수익규모에 비해 얼토당토않게 많은 비용을            

부담시켜 왔다는 것이다. 비용 즉 제조원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연구개발비는 제조원가율을           

엄청나게 높여(동종업계 평균 82%보다 훨씬 높은 93%) 결과적으로 한국GM의 손익에 마이너스           

결과를 초래했다. 

이 연구개발비 부담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한국GM보다 매출액이 3배가까이차이나는기아자동차와             

비교해도 확연하다. 한국GM은 15년간 연평균 매출 11조7,750억원에 연구개발비는 4,802억원을         

지출했다. 매출액 대비 평균 4.08%이다. 기아차는 연평균 매출 30조2,088억원에 연구개발비는 평균           

8,731억원을 지출했다. 매출의 2.89%다.(헤럴드경제 2018.2.21.일자 [홍길용의 화식열전])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GM 관계사 이자비용 1,070 1,085 1,121 1,343 1,427 

GM 업무지원비  167 694 435 281 

쉐보레 유럽, 러시아 철수비용 2,916  2,169   

총계 3,986 1,252 3,984 1,778 1,708 

 

그 밖의 각종 비용을 한국GM에 떠넘기는 ‘갑질’을 해 왔다. 업무지원비의 경우도 지난 2013년             

느닷없이 859억원을 요구하자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이사회에서 거부하자 2014년부터          

가져간 것이다. 기존의 업무 체계를 잘사용하고있던한국 GM은본사의업무체계일원화라는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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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많은 업무지원비를 지불해야 했다. 또한 쉐보레 유럽과 러시아철수의경우도 GM 본사차원에서              

결정해 놓고 책임과 비용은 전적으로 한국GM에게 부담지운 것이었다.  

신뢰를 잃은 GM, 하지만 5년의 미래는 확보해야 한다. 

한국GM의독자생존! 한국GM 내부구성원들뿐만아니라국민대다수의바람일것이다. 그간한국에서             

지난 50여년간 보여왔던 GM의 행태를 보면서, 또한 최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행태를 떠올린다. 

하지만 어쩌랴! 지금의 현실에서 냉정히 보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을. 독자적인 브랜드도, 유통 네트워크고,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없다. 아직 빨어 먹을              

것이 있기에 GM이 당장 떠날 생각은 없기도 하지만, 당장 떠난다면 그 부담은 온통 한국GM,              

부품협력사들, 한국자동차산업 전체, 그리고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GM이 4월20일을 법정관리 신청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놓은 4월18일 현재, 정부(산업은행)와          

GM사이에서는 막판 타협 가능성이 예상된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축인 한국GM 노사협상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GM과 한국지엠지부 노동조합은 지난 2000년           

부도와 법정관리를 경험했기에 그 파장과 손실부담 등을 잘 알고 있다. 최근 금호타이어나 STX조선             

사례 등도 봐 왔기에 파국적인 상황은 피할 것으로 현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지엠지부 노동조합은 현재 곧 폐쇄당할 군산공장에 남아있는 680명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는한편           

내년이면 폐쇄 위기에 처할 부평2공장의 추가 신차 투입과 AS 외주화 철회 및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소한 5년의 미래는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2001년 대우차 헐값 졸속매각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도 있다 

이것은 지난 2001년에 대한 뼈저린 교훈을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한 한국 사회 전체의 책임도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노동조합과일부전문가들사이에서부도난대우차를이번기회에 “한시적공기업화”             

“국민기업화”를 요구했었다. 이런 방안들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사회주의적인 방식이라며 이념적으로,           

또한 대우차는경쟁력이없다고폄하하면서무조건해외매각만이대안이라고주장해왔던대다수학자            

및 전문가들, 언론, 그리고 정부까지 오늘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지금한국사회와정부를              

상태로법정관리, 부도운운하면서노골적으로협박을해대는 GM은어떤회사인가? General Motors가            

아니라 Government Motors 아니던가 말이다. 지난 2008년 GM이 파산하면서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800억$라는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낸 회사가 지금의 New GM인 것이다. 

또한 지난 2013년 이래 거의 10여 차례 ‘한국GM이 철수한다’는보도와의심이있어왔는데, 그때마다               

GM의 거짓 부인을 믿고 안이하게 지내 왔던 모든 당사자들(노조, 회사, 학계, 언론, 정부(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주책임) 등)의 공동 책임이기도 하다.  

5년 후, 홀로설 수 있는 준비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오늘 GM이 한국에 남더라도앞으로 3~5년후면떠날가능성이높다고대부분생각한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GM이 떠나더라도 지금의 한국GM이 고용과 성장에 있어서 계속           

한국자동차산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여기에는 한국GM에서 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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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임직원 뿐만 아니라 부품업체들, 자동차산업 관계자들, 지역사회, 나아가 정부까지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또다시 GM에게 농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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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같이 한 걸음 
오늘날의 아프리카 이해하기 -1부 

(맨위로) 
글: 프레드릭 카수쿠(영 소셜리스트 리그, 케냐) 

번역: 지민경(번역팀, ISC) 

심태은(The 숲 한글판 편집장, ISC) 

[본 글은 케냐의 영 소셜리스트 리그 의 활동가 프레드릭 카수쿠 가 아프리카의 역사와 현재의            3 4

사회정치 및 경제적 현실을 분석한 것으로, 총 3부에 걸쳐 연재할 시리즈의 첫 번째 글입니다.] 

나는 아프리카가 한 나라인지, 내가 아프리카의 어느 도시에서 왔는지 수없이 질문을 받아왔다.            

아프리카는 3,030만 제곱 킬로미터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자, 2016년기준으로인구가 12억             

2천만 명으로 인구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곳이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다양한 지형, 언어,              

경제 및 상업 블록에 따라구분된 5개지역에 54개의국가가있다. 인류의발상지일것이라는가능성과               

대서양 노예무역이라는 불명예 이외에는 식민지화 이전의 아프리카 문명, 그리고 그 후의 현대            

아프리카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알려져있지않다. 따라서오늘날아프리카가직면한문제와이에대한              

해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륙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식민지배 이전의 아프리카 문명에 대해서는 아프리카인도 잘 모른다. 아프리카인으로서 자국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아프리카 역사에 대한 관심이나 자부심은 적다. 대부분의            

아프리카인은유럽인이원시적인아프리카인을 ‘문명화’했다고생각한다. 우리의 “역사”는사바나숲에           

살던 “초기 인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유럽의 침략과 이에 따른 노예교환으로 갑자기 넘어간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식민지배가 부정적인 영향을 있기는 했으나, 결국에는 오늘날 아프리카가 누리고            

있는 현대화라는 혜택을 가지고 왔다고 결론짓는다. 고대에 상호 존중하며 공존했던 위대한 이집트,            

누비아, 스와힐리 문명 은 이 역사에서 빠져있다. 우리의위대한문명에대한지식부족은우리가현재               5

처한 상황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만약 우리가 항상 약하고 굴종했던 것이 아니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가?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하나의 아프리카에서 무엇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시켜 줄 것이고, 우리는 천연 자원과 부를 착취하고 있는 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의문제는대륙적차원이아니라각국가적차원에서해결하는것이              

최선이라는 믿음이 팽배한데, 이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정복하기 쉽게 만들 뿐이다. 하나로 단결한            

아프리카는 달러를 대체할 공통 통화를 사용하거나, 아프리카의 산업화를 위해 천연자원을 지켜서           

3 Young Socialists League 
4 Fredrick Kasuku 
5
고대 이집트는 수학과 과학의 발상지이자 피라미드로 유명하다. 오늘날 수단에서 발생한 누비아 문명은             

현존하는 255개 피라미드 중 다수의 튼튼한 피라미드를 남겼다. 이들 문명이 이룩했던 기술 진보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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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에 사용하고, 그러고도 남는 경우에만 수출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것으로             

제국주의와 신 식민주의에 대한 멍에로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유로워 질 것이다. 

1884-85년 베를린 회의 전후 (아프리카 쟁탈전 및 분할) 

아프리카에 대한 유럽의 공식적인 식민지배는 1884-85년 베를린 회의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 회의            

전의 유럽과 아프리카는 식민지 주종 관계가 아닌, 무역 관계를맺고있었다. 15세기부터유럽인, 특히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사람들은 서아프리카에서 직물과 금속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향신료, 상아, 금            

둥을 수입해 갔다. 1498년,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 는 케냐의 말린디 에 기항하여 “유럽에서도             6 7

손꼽히는 도시만큼 도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유럽이 알고 있던 것보다 상업의 규모가 훨씬 크고              

아마도 더 부유할 것”이라며 놀랐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도시들은금, 상아, 거북이등껍질, 구슬, 구리,              

면직물, 도자기 등의 해상무역을 통해 번영했다. 1800년대에 들어서는 유럽의 열강은 아프리카의           

지도자들과 강고한 무역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가 ‘아프리카 쟁탈전’을 촉발시켰다. 레오폴드 2세는 1876년에 국제            

아프리카 협회 를 만들어 아프리카 대륙을 연구하고 ‘문명화’하고자했다 . 또한 1878년에는국제콩고            8 9

협회 를 결성했다. 국제 아프리카 협회가인도주의적활동을했다면, 국제콩고협회는좀더노골적인              10

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레오폴드 2세는 국제 콩고 협회의 외국인 투자자를 기만하고 설득하여             

아프리카를 식민지화 하는 것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그의 비밀 연구에 재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1881년에 레오폴드 2세의 계획 을 알게 된 프랑스는 피에르 드 브라자 를 중앙 아프리카 서콩고             11 12

분지로 파견해 새롭게건설된브라자빌 (현콩고공화국수도)에프랑스깃발을꽂으려했다. 스페인과             13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맺은오랜조약에근거해포르투갈은재빨리동일지역에대한영유권을주장했다.              

1884년에 포르투갈은 전 동맹국인 영국과 조약을 맺어 육지에 둘러싸인 벨기에의 콩고 자유국이            

대서양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 

헨리 모턴 스탠리의 탐험과 콩고 강 유역 지도 제작(1874-77년)으로 유럽 지도에서는 아프리카 대륙             

내의 ‘미지의 땅 ’이 전부 사라졌다.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및벨기에등열강국들은이아프리카대륙               14

및 자원쟁탈전에서현지의기타국가들을멋대로구획하면서까지아프리카대륙에서자신의영향력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1882년에 영국은 포르투갈의 아프리카 해안가 지배 범위와 프랑스의 중앙 아프리카에서 이티오피아,           

나일강 및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동진을 보며, 자국의 이집트 및 인도제국을 통한 주요 교역로가              

6 Vasco Da Gama 
7 Malindi 
8 International African Society 
9 유명한 탐험가인 헨리 모턴 스탠리(Henry Morton Stanley)가 그 임무를 맡았다. 
10 International Congo Society 
11 1878년에서 1885년까지, 스탠리는 콩고 자유국(Congo Free State)을 건설하라는 비밀 임무를 띠고 레오폴드 
왕의 사절로써 콩고로 돌아갔다. 
12 Pierre de Brazza. 이탈리아 출신의 프랑스 탐험가, 정치가, 외교관 
13 Brazzaville. 피에르 드 바라자의 이름에서 유래 
14 terra incognita (테라 인코그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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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집트의 재정 붕괴와 뒤이은 소요사태를 구실로, 영국은 명목상의           

오토만 이집트에 개입, 지배권을차지했다. 이로인해영국은수단(후에영국령소말릴란드 ) 지배하게            15

되었다. 

독일의 아프리카 진출이 좌절된 것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고 있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 는 베를린              16

회의에 14개국을 초청하여 아프리카를 분할 통치하기위한조약을체결하려했다. 이후제정된베를린             

결정사항 은 아프리카를 식민지화 하면서, 모든 나라에 콩고 강 유역에서의 교역 자유와 니제르 및             17

콩고 강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했다. 

베를린 결정사항에 따르면, 한 국가가 영토를 식민지화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인접한 모든 국가에              

이를 알려야 하며, 이과정은 ‘실효지배’ – 땅에깃발을꽂고, 그지역의지도자와조약을맺은후행정과                 

경찰기구를 건설해 해당 지역을 관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 – 을 통해 검증되어야 했다. 이              

원칙은 유럽 열강이 영토 지배권을 획득하는 것과 각자의 해외 영토의 경계 – 때때로 실효지배가              

식민지 간 경계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 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것이었다. 

이 회의는 유럽 열강이유럽내에서잠재적인적대상황을해결하고분쟁없이자신들의영토를확장할               

수 있는 공통의 절차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절차는 미국, 러시아, 일본이아프리카를넘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시급하게 요구되었다. 

식민주의는 이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를 제외한 아프리카 거의 전 대륙에 도입되었다. 2차 세계대전           18

후 아프리카가 다시금 독립했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분열된 국가를 이어받게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 국민을 보내 해당 영토 내의 입법, 행정, 민정을 지배하는 것을 통해 직접적인 통치를               

행했고, 기존의 지역적 권력 구조를 통제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통치했다. 

아프리카 남부에서는 상당수의 유럽인들이 영구 정착하여 직접적으로 지배했다. 이들은 식민지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특별한 정치, 경제적 권리와 보호를 요구했다. 이러한 정착인들의 안전과            

번영은 방대한 수의 아프리카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정치 탄압에 의존하고 있었다. 당시 정착인이             

식민지화 한 곳은 오늘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짐바브웨와 잠비아(당시 남, 북 로디지아 ),           19

앙골라, 모잠비크 및 나미비아(당시 서남아프리카)에 이른다. 네덜란드, 독일, 포르투갈정착인도이들           

지역을 식민지화했다. 남아프리카 지역에 더해 케냐 동부에는 영국 정착인이, 알제리아 북부에서는           

프랑스 정착인이 이러한 식으로 아프리카를 지배했다. 

15 British Somaliland 
16 Otto von Bismarck 
17 서아프리카에 대한 베를린 회의 기본 결정사항(General Act of the Berlin Conference on West Africa) 
18
이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식민지배를 막아냈고, 라이베리아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1824년 미국인들에 의해            

건국되었고 이후 해방된 노예를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정착시키기 위한 곳으로 사용되었다. 이 두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아프리카 대륙은 직간접적인 식민지배 하에 종속되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티오피아조차 2차            
이탈리아-이티오피아 전쟁(1935-1939년) 후 잠깐이나마 이탈리아 군정 하에 놓이게 되었다. 
19 Southern and Northern Rhod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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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아프리카의 분할을 나타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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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제뉴스 
[프랑스]하원을 통과한 망명-이민 법안 

(맨위로) 
번역: 정성미(국제팀, ISC) 

* 본 기사는 르 몽드(Le Monde)의 “Loi asile-immigration : l’Assemblée nationale adopte le texte en 

première lecture. Manon Rescan” (https://lemde.fr/2HQQBWY)를 번역한 글입니다.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망명 신청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신청이 각하된 사람의 추방 과정을 개선할              

것이라며 망명-이민 법안을 발의했다. 

4월 22일 일요일, 7일 동안의 수십 시간 토론 끝에, 하원 의원들은 망명-이민 법안을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처럼 격렬한 논쟁은 2014년 마크롱 법안 이나 5년 전바로이맘때있었던 ‘만인을위한              20

결혼 ’ 법과 관련된 논쟁 이후 처음이다. 21

내무부 장관 제라르 콜롱 이 발의한 이 법안은 원칙적으로 망명 신청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신청이              22

각하된 이들의 추방 과정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팽팽하면서도 공격적인 분위기에서 일주일            

동안 이어진 토론으로 프랑스에서 이민과 망명자 수용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20 la loi Macron. 2015년, 경제산업부 장관이었던 마크롱이 채택한법안으로샹젤리제등주요관광지역의일요일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2016년 1월 1일시행예정이었으나상점및백화점과노조사이의갈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21 mariage pour tous. 2013년 5월 통과된 동성결혼과 입양을 합법화한 법안을 가리킨다. 
22 Gérard Coll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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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태도의 우파와 극우파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토론에서 목소리를 내기 원했고, 법안처리일정이법안의중요성에적합하지             

않다고 여겨 법안의 처리를 미루려 했다. 반대 입장인 공화당은 내무부 장관이 답하지 않았다며 같은              

질문을 다시 쏟아내며 공격하느라 발언 시간의 천분의 일초도 양보하지 않았다. 

우파는 토론에서 ‘프랑스가 자신의 영토로 받아들일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알프스-마리팀 지역 공화당 의원인 에릭 시오티 는 토론을 시작하면서 ‘국익을 고려하여 체류 이유에            23

따라 1년 동안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최대 수를 국회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우파와 같은 태도를 보인 공화당 의원들은 망명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망명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했다.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오는 사람들이망명 처리 과정을           

이용하는 경우를 판별할 능력이 있는가?’라고 모젤 지역 공화당 의원 파비앙 디 필리포 가 질문했다. 24

파-드-칼레 지역의 마린 르펜 은 정부와 망명 지망자의 수용을 맡고 있는 단체의 법안 제안에 맞서              25

‘당신들은 이민을 준비시키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는 이 법안의 목적이            

‘주거지가없어 길거리로 나앉은 가장 빈곤한 프랑스 국민도 보살피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           

노동자들에게 수용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비인간적’으로 여겨지는 조치에 반대하는 좌파 

우파의 공세에 직면하여, 여당은 ‘공포를 부추기는 거짓말’에 맞서 싸우기 위해 좌파와 연합하였다.            

‘망명 신청자, 난민, 테러리스트 사이를 혼동’한다며 전진하는 공화국 의 헤로 지역 코랄리 뒤보            26 27

의원은 ‘혼동의 확산’을 우려했다. 

법안의 세 가지 조항에 대해 혼동이 생기면서 자칫 이 법안의 핵심을 놓칠 뻔했고, 이틀간의 추가               

토론이 필요했다. 여러 단체와 인권보호기구 는 망명 신청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줄이는 조치에            28

반대하기 위해 목요일부터 좌파의 투쟁을 시작하였다. ‘굴복하지않는 ’ 의원, 공산당과사회당의원은            29

망명 신청자의 최대 구금 기간의 연장이나 망명 거부 후의 상고 신청 기간 축소와 같이              

‘비인간적’이라고 판단한 조치에 반대하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도 비슷한문제를지적하였다. 망명신청검토기간이 4개월에서 3개월로줄어처리과정이              

빨라지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망명이나 이민의 억제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민주노동당 의 모젤 지역 의원 브라임 아무슈 가 말했다. 30 31

23 Eric Ciotti. 
24 Fabien di Filippo. 
25 Marine Le Pen. 
26 La République en marche. 줄여서 LRM.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16년중도를표방하며창당한정당이다.               
2017년 총선 이전에는 당 이름이 전진!(En Marche!)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여 577석의 하원 의석 중               
309석을 얻었다. 
27 Coralie Dubost. 
28 Défenseur des droits. 정부기관 중 하나이다. 
29 La France Insoumise(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의원이란 뜻. 지난 총선에서 17석을 얻은 좌파 정당으로 장-뤽               
멜랑숑이 대표이다. 
30 MoDem. 민주노동당은 LRM과 연대하였다. 
31 Brahim Hammou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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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의 극단적인 반대 사이에 놓인 정부 

4월 21일, 좌파는 망명 신청 중인 미성년자의 구금 금지에 대한 정부의 거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인 부슈-뒤-론 지역의 장-뤽 멜랑숑 의원은 이를 두고 ‘야만적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전진하는 공화국 의원도 미성년자의 구금 금지를 지지하였으며, 내무부 장관이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사안에 관한 법안을 연말에 발의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모든좌파의원과아홉명의전진하는공화국의원의반대에도불구하고, 논란이된망명신청자의최대               

구금 기간을 45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되어 9월부터 마티뇽 에서 실시된다. 32

좌파와 우파에서 쏟아지는 집중 공격 한가운데에서 여당과 정부는 양극의 반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사회당 의원과 ‘굴복하지 않는’ 의원에 맞서 제라르 콜롱은 우파가 만들어 놓은             

여론을 이용하였다. 불법 체류자 수용 기준을 확대하자고 요구하는 사회당의 루아르 지역 의원 레지             

주아니코 에게 제라드 콜롱은 ‘의원님 수정안이 채택되고, 그 제안을 지역구에 적용한다고 생각해           33

보십시오. 지역구 주민 다수가 동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내무부 장관은 토론에서 이주민으로 인한 위기에 ‘사로잡힌’ 지역을 언급한 것 때문에 비판을 받자             

극우파가 자주 사용한 어휘들을 사용해 방어했다. 그러자 사회당 의원은 국민전선 의원도 법안의 그             

조항은 찬성한다며 장관의 우파 성향을 공격하였다. 

제라르 콜롱은 좌파 성향 여당 의원에게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망명 신청자의 최대 구금              

기간이 135일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했지만, 좌파 성향 여당 의원은 위원회에서 90일이 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원에서 좌파 성향 여당의원은 연대 범죄 에 대한 ‘면제’를 포함한 수정안과              34

전진하는 공화국 의원 오렐리앙 타쉐 가 작성한 프랑스에서 이민자의 통합에 관한 보고서를 보고,            35

망명 신청자가 망명 절차를 시작한 후부터 6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었다. 

여당 의원은 망명-이민 법안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태도로 밀고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정부에 알려주기 위해 2월에 수정 내용을 전달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법안의 공공연한 비판자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다. 

전진하는 공화국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한 의원 

결국 망명-이민 법안은 찬성 228표, 반대 139표, 기권 24표로 통과되었다. 여당인 전진하는 공화국과             

민주노동당의 연대, 그리고 다른 한 그룹 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 공화당과 사회당, 공산당, 굴복하지             36

않는 프랑스 등 모든 좌파 의원은 국민전선 의원이 그랬듯이 반대했다. 여당 의원 중에서는 사회당              

출신인 장-미쉘 클레망 만이 반대했다. 그는 전진하는 공화국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진하는           37

공화국의 대표인 리샤르 페랑 은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그룹에서 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8

32 Matignon. 브르타뉴에 있는 코뮌이다. 
33 Régis Juanico. 
34 delit de solidarité. 불법 체류자를 돕는 위법 행위를 말한다. 
35 Aurélien Taché. 
36 groupe. 프랑스 국회에서 그룹은 우리 나라 국회의 교섭단체에 해당하며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15석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선된 의원이 15명이 안 되는 정당은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하나의 그룹을 만들기도 한다.               
망명-이민 법안에 찬성한 다른 한 그룹은 UDI-Agir-Indépendants이다. 
37 Jean-Michel Clément. 
38 Richard Fer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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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전진하는 공화국 의원 중 몇 명이 이 법안에 진정으로 동의하는              

것일까? 이 법안의 1차 심의에서 ‘의례적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회에 가장 많은 수의 의원이              

출석하는 화요일 오후 최종 검토에서 살아남은 법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공식적으로 의회는            

월요일부터 휴가에 들어간다. 그러나 여당 의원에게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방법이 국가를 대표하는            

의례적 투표만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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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전략센터는 연대와 변화를 통해 대안사회를 지향하며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센터의 자문위원을 비롯해 월간국제동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분들입니다. ͠ 
 
자문위원 

남문희(시시안 한반도 전문기자) 

신순애(탁틴내일 상담가) 

이정철(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총각(노동운동 활동가) 

이해영(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선임활동가/대표) 

조순덕(민가협 상임의장) 

존스캇(Reciprocity) 

차미경(기록학 연구가) 

허석렬(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해외통신원 

로날드 콜린스(활동가, 미국) 

래리 로젠버그(환경활동가, 미국) 

메르시-리아리나스 앙헬레스(평화여성파트너, 필리핀) 

자넷 찰스(평화의 증인, 미국) 

까뜨리나 사몬(그레인, 인도네시아) 

마띠아스 바예호스(프렌떼 암쁠리오, 칠레) 

 

한글판 편집장: 심태은 

교열팀: 가빈 후앙, 릴리안 헥스터 

 

번역팀: 박지웅, 예선희, 지민경, 홍정희  

국제팀: 이로미, 정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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