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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탐사보도 사이트 <폭로 (Disclose)>가 폭발성 보도를 내보냈다.[1] 기자들은 프랑스 
기밀문서 수백 건을 인용하여, 프랑스와 이집트 군이 암호명 시를리 작전이라는 비밀 임무를 
합동 수행한 것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이 작전은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재임 중
인 2016년 2월 시작돼 후임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 임기 중에까지 이어졌다.

이집트 서부 사막 지역을 거점으로 한 이 작전은 공식적으로는 "대테러 임무"로 계획된 것이
다. 이 목적으로 프랑스는 이집트 군에 정보 제공을 위해 지상군 병력과 감시·정찰용 경비행
기를 보냈다.

그러나 테러범 같은 것은 없었는데, 무장반란은 이집트 북동부 끝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거점
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군은 프랑스군이 제공한 정보를 이집트-리비아 국경 지역에서 
수많은 민간인 ㅡ “불법”으로 월경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밀수를 시도했을 수 있는 ㅡ 을 살해
하는 데 사용했다. 

이집트군은 이 작전 중 차량 1만2000여 대를 파괴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정보기관의 도움으로 약 6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뜻일 수 있다고 <폭로>는 추정한다.

프랑스 당국은 이 학살을 십분 인지하고 있었다. 프랑스 지상군이 이집트군의 정보 이용 사실
을 곧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폭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매우 신속하게도 
프랑스 군은 이집트 군에 제공된 정보가 밀수꾼으로 의심 받는 민간인들을 살해하는데 사용되
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프랑스군 참모부는 정기적으로 상부에 정보 남용에 대해 보고했
다.”[2] 그러나 프랑스군 사령부는 이 살해 작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도 프랑스
군은 여전히 이집트 사막에 배치되어 있다고 <폭로>는 덧붙인다.

장뤼크 멜랑숑이 이끄는 좌파민중주의 야당인 ‘굴하지 않는 프랑스’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의회 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3]

   오랜 기간의 긴밀한 협력



이 야만적인 작전은 '민주주의' 프랑스와 이집트 엘 시시 장군의 군사독재 간의 긴밀한 관계
를 비춰준다.[4] 2013년 7월 3일 엘 시시가 쿠데타를 감행하여 수천 명의 반체제 활동가들을 
살해한 ㅡ 8월 14일 단 하루에 2,600여 명이 살육 당한 라바 학살을 포함하여 ㅡ 뒤 프랑스
와 이집트 간의 협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5]

이 쿠데타는 모든 강대국과 반동 걸프 군주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부끄럽게도, 많은 스탈린주
의자들과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 (앨런 우드의 IMT, LIT-CI, 클리프 파 RS)도 쿠데타를 "제
2의 혁명"이라며 환영했다.

쿠데타 이후 이집트는 프랑스로부터 프리깃 1척, 코르벳 4척, 미스트랄 헬리콥터 2대를 구입
했다. 지난 5월 <폭로>는 이집트가 라팔 전투기 30대를 구매하기로 45억2천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역겨운 위선을 보여주는 한 같잖지 않은 예로, 2020년 12월 마크롱은 엘 
시시에게 레지옹 도뇌르 훈장 대십자장을 수여했다. 

   양두구육의 "민주주의" 제국주의

위선의 극치를 보여준 마크롱의 연설을 기억하는가? 프랑스 내 소수자인 무슬림 이주자에 대
한 억압을 옹호하고, '정치적 이슬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많은 무슬림 협회를 금지하고, 이
슬람 사원 모스크를 폐쇄하고 샤를리 엡도의 인종주의 이슬람 혐오 만화를 홍보한 그 연설 말
이다.[7] 이 모든 것이 프랑스가 그리도 자랑스러워 한다는 소위 "민주적이고 공화주의적인 가
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8] 여기서도 다시 우리는 프랑스 좌파의 많은 부분들이 수치스럽게
도 이러한 "가치"를 지지하고 반무슬림 캠페인에 동참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9]

시를리 작전은 프랑스 민주적 제국주의의 실체를 보여준다! 입으로는, 프랑스 지배계급은 "민
주주의"를 옹호한다. 구체적인 행동에서는 학살자, 독재자와 손잡고 일한다. 절대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 그들에게 신뢰를 주지 말라!

수만 명의 민간인을 죽인 이 극악무도한 시를리 작전은 프랑스·유럽 제국주의가 이집트 군사
독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유혈 사례일 따름이다. RCIT가 반복
해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강도들과 살인범들의 동맹이다!

"EU와 이집트 독재자의 동맹은 실질적인 공동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강대국들은 2011년 
1월 아랍혁명 시작 첫날부터 이 혁명을 두려워했다. 강대국들은 이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수
탈하고 자본주의 세계무역의 핵심 전략 교통로 (이집트의 경우, 수에즈 운하 같은)를 장악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안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유럽 제국주의자들은 아프리카와 아랍 이주민들
이 전쟁과 참화를 피해 자국을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랍 독재정권들이 필요하다. 2011
년 이전에는 제국주의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카다피, 무바라크, 아사드 등이 유럽에 들
어오는 이주민을 아주 극소수로 제한되도록 잘 막아주었다. 물론 이들 독재자들은 그 ‘공로’로 
유럽 정부들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받았다. 아랍 독재자들은 상당한 재정 지원과 외국인 투자, 
무기 등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공조체제는 민중이 혁명적 봉기로 이들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 붕괴됐다. 요컨대, 유럽 기업 및 정부와 아랍 독재자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
로를 지지한다. 그것은 강도들과 살인범들의 동맹이다!"[10]

이 말들은 오늘 훨씬 더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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