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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는 프랑스 국민 다수는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자보다 불과 네 살밖에 많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경제부 장관(38)은 단호했다. 그는 

지난 8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 의해 프랑스 경제 구원투수로 올랐다. 현재 프랑스 

실업률은 5년 넘게 10%를 넘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25%에 달한다. 언젠가부터 파업으로 

번번이 국가가 멈춰 서는 나라,‘유럽의 병자’로 각인된 프랑스를 규제개혁과 친기업정책으로 

다시 살리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강경한 프랑스 노조의 저항을 돌파할 수 있을지 묻자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프랑스 국민 다수는 개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은 자신들의 규제개혁안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조는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노동자들은 프랑스가 정말로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지 

안다. 이들 개혁적인 성향의 노조원들이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시했다. 그는 

“산업현장을 방문하고 기업인을 만나보면 이를 실제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의 구상으로 그가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경제개혁안은 좌파 사회당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혁적이다. 1906년부터 금지된 일요일 가게 

영업이 허용된다. 법조인 약사 등 그동안 고소득을 누려 왔던 전문 직종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는 법안과 노사분쟁을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는 등 노동유연성 확대 법안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경쟁이 제한적이었던 버스노선도 경쟁을 붙인다. 마크롱 장관은 “성장을 

재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층 등 성장할 여력이 없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경제 

불평등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에서 가장 짧은 프랑스의 법정 주 35시간 근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2000년 이 

법안을 도입한 사회당 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는 좌파 정부에서 이전 

우파 사르코지 정부 못지않은 개혁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묻자 “프랑스 좌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면서 “프랑스가 이룩한 대부분의 중대 개혁은 좌파가 입안했고 

우파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개혁은) 프랑스 경제가 재가동되고 

프랑스 스스로 프랑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매순간 나의 투쟁”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마크롱 장관을 ‘프랑스 사회주의의 새로운 얼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좌파는 권리를 무한하게 연장해 줄 수 있다는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사회주의는 기업을 이해가 극도로 상충되는 ‘계급투쟁의 장’으로 보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현대적 좌파는 아무리 가혹해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마크롱 장관은 투자은행 로스차일드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36세에 올랑드 대통령의 

경제수석으로 엘리제 궁에 들어갔다. 전 경제부 장관 아르노 몽트부르가 올랑드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반항해 경질되면서 그의 역할을 맡게 됐다.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 를 거쳐 

전형적인 프랑스 엘리트 관료 코스를 밟았다. 그는 고등학생일 때 프랑스어 선생님이었던 20세 

연상의 지금 부인을 만났고 2007년에는 결혼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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