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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드골의 군사(軍事), 정치, 외교, 경제, 사회에 관한

사상(일명 골리즘)과 리더십을 어록이라는 형식을 빌어 연대기

(年代記)별로 알기 쉽게 엮어본 글이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

서 쓴 것 보다 다른 책에서 발췌하여 인용한 부분이 많은 점을

먼저 밝혀둔다. 책의 구성은 총 4부로 제1부에서는 드골주의,

일명 골리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해 인용했으며, 제2부

에서는 2차대전시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지도자로서의 드골을

묘사했고, 제3부에서는 1946년 정계은퇴 후 혼미와 표류의 연

속이었던 프랑스에 대한 드골의 한없는 미련과 안타까움을 나

타냈으며, 제4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위대한 프랑스의 영광을

실현시킬 수 있었는가에 대해 선별해 보았다. 

본인은 평소 20세기 프랑스 역사를 보면서 몇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1차대전시 강대국이었던 프랑스가 어떻게 해서 2

차대전때는 무기력하게 독일에 무릎을 꿇고 투혼마저 상실한

상황으로, 또 다시 전후(戰後)에는 소위 말하는 세가지 비극

(재건, 탈식민지화, 냉전)을 극복하면서 강대국의 반열에 합류

할 수 있었는지, 본인은 이 의구심에 대한 답을 바로 드골이라



는 인물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근대 프랑스 쇠락의

역사를 마감하고 현대 프랑스의 진로를 제시한 드골이 남긴 유

산이 바로 오늘의 프랑스라 하겠다. 드골에 대해 한마디로 표

현한다면 국가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조화롭게 끝까지 지킨

20세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이다. 

몇가지 부언하면 첫째, 그는 역사와 국가와 자신에게 주도적

이고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2차대전시 프랑스가 독일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  또 알제리 전쟁으로 인해 국가가 옴짝달싹 못

하게 되는 상황에서 드골은 자신을「프랑스의 이름」이라는 패

로 바꿔 국민통일의 상징으로 프랑스를 나락의 위기에서 구출

했고 둘째, 시대와 역사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알

고 이를 실천에 옮긴 인물이었다. 국가지도자로서 국민들로부

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더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

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일찍이 나

치 협력자 처단을 통해 민족정기는 물론 새로운 민주사회의 가

치기준을 분명히 하여 민족통합을 시도했고, 알제리 등 식민지

를 해방시켜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상징을 제거하는 대신 프랑

스의 재건과 영광을 위해 국력을 집중했다. 또한 우랄산맥으로

부터 대서양까지 유럽의 통일을 주창하여 유럽의 발언권 확대

에 힘썼으며 중국을 서방진영에서는 처음으로 승인하는 등 대

(對) 공산권 화해에 앞장섰으나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미련없이 두번씩이나 최고 권좌에서 스스로

물러났던 것이다. 셋째, 드골의 최대 정적(政敵)이었던 미테랑

마저도“누구도 드골이 프랑스를 사랑한 것 이상으로 프랑스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프랑스에 대한 한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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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의 소유자였다. 다시 말해 모든 것에 앞서 조국에 대한 시적(詩

的) 이념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드골은 프랑스는 사랑하나 말주변

만 좋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프랑스인은 싫어했으며 프랑스의

행동에서 졸렬한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은 프랑스 정기 탓이 아닌

프랑스인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프랑스

인들은 역사상「위대한 프랑스인 3인」을 꼽으라면 드골이 처음이고

다음은 나폴레옹과 잔다르크를 든다고 한다. 이런 면을 볼 때 서두

에 말했듯이 드골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조국 프랑스에 기여를 했는

지를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개인이든 국가이든간에 주도적이지 못하면 역동적일 수 없고, 역

동적이지 못하면 절대로 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반복되

지 않을지 모르나, 역사를 낳은 지정학적 필연이 사라지는 것이 아

니라고 볼 때 한반도는 우리가 주도적이고 역동적인 상황에선 평화

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을 땐 항상 침략과 약탈로 수모를 겪었던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드골의 삶은 한반

도가 21세기 동북아시아 중심국가로서 지정학적 세력균형을 주도적

으로 도모함은 물론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

할에 대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드골은

국가 지도자로서 허울좋은 구호를 외치거나 여론에 전전긍긍 하기

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깊은 통찰로 시대적 소명에 맞는 비전

을 제시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여「위대하고 강력한

프랑스 건설」을 불굴의 의지로 실천해 나갔기 때문이다. 

끝으로 문필가가 아니어서 졸문이지만 이 책의 발간을 추진해 주

신 21세기군사연구소의 김진욱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드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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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를 펴내셔서 이처럼 책으로 엮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드골의

외교정책론 의 허만 교수님, 드골의 리더십과 지도자론 의 이주흠

님, 드골 평전 의 윤미연님, 지도자와 역사의식 , 프랑스의 대숙

청 의 주섭일님께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보잘 것

없는 책이 21세기 한반도를 이끌어 갈 모든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나

마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2004년 2월

세병호(洗兵湖)에서

정 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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