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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1909
1912
1914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4
1925
1929
1932
1933
1934
1935
1936

1938

1939

1940. 1

5

드골, 북부프랑스 릴에서 출생
생시르 육군사관학교 입학
육사 졸업, 페땅 연대 배속
제1차 대전에 중위로 참전
베르덩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독
일군의 포로가 됨

드골, 러시아 원정군 참가

이본느 방드루와 결혼
육군사관학교 전사 교관
육군대학 입학

「적(敵)과의 불화」출판
페땅 원수 부관

국방위원회 사무국원, 「칼날」출판

「미래의 군대」출판

「프랑스와 그 군대」출판

제507기갑여단장

드골, 프랑스 각계요인 80명에게 기
갑부대 강화 호소서한 발송
제4기갑사단장, 준장 진급

제1차 대전 발발

러시아 공산혁명 성공
제1차 대전 종료

국제연맹 창설

이태리에 뭇솔리니 파시스트 정권
출범

세계 경제공황 시작
루즈벨트 미국대통령 당선

독일에 히틀러의 나치정권 출현

독일, 재군비 선언
독일군, 라인란트 진주
독일, 오스트리아 합병

체코 쥬데텐지방 처리에 관한
뮌헨협정 체결
독일, 체코 합병

독·소 불가침조약 체결
독일, 폴란드 침공

독일, 프랑스 침공, 영국에 처칠
내각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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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9

1941.  6
12

1942. 11
1943.  6

1944.  6
7
8
9
12

4
5
11

1946.  1
3

1947
1949
1950

1953.  2
11

1954.  7

11
1955.  4

5
7

드골, 국방차관 취임
프랑스군 항복
드골, 영국 망명 후「자유 프랑스」조직
영국군에 의해 프랑스함대 파괴
자유프랑스군, 다카르에서 패배

드골, 생피에르 섬과 미클롱섬 점령

드골, 알제리아에「프랑스 해방
위원회」설치
드골, 귀국하여 바이외에서 연설
드골, 미국 방문
파리 해방
드골, 임시정부 수반 취임
드골, 소련 방문

드골, 루즈벨트와의 회담 거부

드골, 총리 취임
총리 사임
프랑스 제4공화국 출범

드골, 프랑스국민연합(RPF) 결성

드골, 분열된 RPF와의“절연”선언
프랑스군, 베트남의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항복, 베트남 철수
알제리 전쟁 발발

드골, 고별 기자회견에서 정치활
동 중단 선언

독일, 소련 침공

연합군, 북아프리카 상륙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

제2차대전 전후처리를 위한 얄타
회담 개최

-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참석
루즈벨트 사망
독일 항복

처칠, 동유럽 공산권 출현에 관해
“철의 장막" 선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구주 6국에 의한「구주석탄, 철강

공동체」발족
아이젠하워 미국대통령 취임

아시아, 아프리카 반동회의 개최
바르샤바 조약기구 창설

19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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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5

6

9

1958. 12
1959.  1

3
9

12

1959~60
1960.  1

2
3

5

11
12

1961.  1

5

11
1962.  3

4

8

알제리아 프랑스인 거주자에 의
한 반정부 시위 발생
드골 총리 취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정
드골, 향리 꼴룽베에서 아데나위
서독 총리와 첫 회담
드골, 대통령 당선
대통령 취임
프랑스지중해함대를나토에서철수
알제리아 문제 해결방안 발표

드골, 미·영·프랑스 3국 정상회
담을 파리에서 주재
드골, 아프리카 12개 식민지 해방
알제리아 과격식민주의자에 의한
반정부 폭동 발생
사하라에서 첫 원폭실험
후르시쵸프, 프랑스 방문

알제리아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 가결

드골, 암살위기 모면

알제리아 독립을 위한 평화교섭 타결
알제리아 독립을 위한「에비앙」
협정 조인
알제리아 주둔군 반란기도
퐁피두 총리 임명
알제리아 정식 독립
드골, 암살위기 모면

소련, 헝가리 침공
이집트, 수에즈운하 국유화

영국과 프랑스, 이집트 침공기도
실패

후르시쵸프, 소련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

미첩보기 U2 추락사건으로 미·
영·프랑스·소련의 파리 4대국

정상회담 무산
케네디 미국대통령 당선

유엔 총회,「식민지 해방선언」채택

케네디 대통령, 프랑스 방문
비엔나 미·소 정상회담

쿠바 위기 발생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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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63.  1

8
11

1964.  1
9
10

1965.  1
2

4
12

1966.  7

8

1967.  7

10

1968.  5

8
11

1969.  2
3

4
1970. 10

11

대통령 직선제 채택
독일-프랑스 영구우호조약 체결
드골, 영국의 구주경제공동체
(EEC) 가입거부
드골, 베트남 중립화구상 발표

드골, 중국 승인
드골, 중남미 10개국 순방

드골, 달러의“세계지배”비난,
금본위제 복귀 주장

드골, 대통령 재선
프랑스,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통합군 탈퇴

드골, 캐나다 방문
- 프랑스계 거주 퀘벡주 방문시
“자유퀘벡 만세”을 외쳐 캐나다
정부가 항의하였으며 드골은 남
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
드골, 영국의 EC 가입을 거부
프랑스내 학생, 노동자 소요 발생
드골, 국회 해산
드골파, 총선에서 승리
프랑스, 첫 수폭실험
드골, 프랑화 평가절하 거부

드골, 국민투표 패배후 사임
드골의「희망의 회고록」제1권
출판
드골 사망

미·영·소부분핵실험금지조약체결
케네디 대통령 암살

후르시쵸프 실각
중국, 첫 원폭실험

처칠 사망

구주공동체(EC) 탄생

중국 문화혁명 시작

미국-베트남, 파리에서의 평화교
섭 개시 합의

닉슨 미국대통령 취임, 프랑스 방문
중·소 국경분쟁을 둘러싸고

무력충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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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믈랭46 개혁은 위, 혼란은 농 249 거부82 고딘디엠234 골리즘

68 공동화35 교환214 구앵145 국민투표181 국방차관58 국제연맹

34 군사비밀조직199 그날56 기계화부대46 까뮈97 꼴롱베165

나세르160 나토225 닉슨250, 262

다나이데스203 다르랑77 대공황44 덜레스221 독·소 비밀불가침

조약50 드레퓌스사건49 드브레185 디엔비엔푸 전투195

라트르 드 타시니121 라 마르세이예즈176 라인란트 작전122 릴

15 레지옹도뇌르21 레반트79 로마조약214 로카르노조약237 루즈

벨트82 르클레르109 르몽드111 리오테212

마지노선46 마키아벨리39 마키아벨리즘38 망데스 프랑스157 망

명정부118 메르스엘 케비르71 모네, 모네플랜143 모리악256 뮌헨

회담48 미국의 정책237 미테랑175 민족169

바이외104 바탄반도84 발지 전투120 방어선 구축55 베르그송36

베르사이유조약83 베를린 위기221 베트남 전쟁235 벤구리온242

보르도70 보쉬에165 본능의 힘30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223

불·독협력조약231 브라자빌75 비국민제도95 비난123 비도107

비극적인 상황172 비시정부62

사하라 사막172 살랑198 상징화68 생시르 육군사관학교19 생피

에르섬과 미클롱섬83 샤를 마뉴32 샤토브리앙76 선거132 수에즈

운하160 승리의 발표124 시라크266 시리아79 시오니즘242 신공화

국동맹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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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나워214 아리스토텔레스26 아브빌작전55 아카데미 프랑세즈

95 알렉산더대왕26 알제리178 알제리 민족해방전선196 알제리

전쟁196 앙드레 말로188 앙발리드77 얄타회담123 에너지자원111

에비앙협정207 엠스전보사건18 영국의 정책237 오스테르리쯔 전

투209 워터게이트 사건262 원조234 웨이강61 위대한 프랑스140

유엔105 인도차이나 전쟁195 EC227 EEC214

자유 퀘벡 만세239 자유프랑스63 잔다르크40 장교그룹204 장믈랭

66 제1제정, 제2제정147 제2차 중동전쟁160 제3공화정35 제3세계

191 제3세력216 제4공화정137 제5공화정181 전방위전략219 정서

147 조르주 쉬아레즈97 주목46 지로89 지스카르 데스탱175

체코 무력 침공244

카사블랑카 회담90 케네디261 코티174 콜롱178 쿠바사태230 클레

망소40 클로비스31 키신저263

탈퇴226 토오취작전89 트루먼, 트루먼 독트린135 특혜관계238

팔레비116 페탱20 포쉬61 포츠담협정216 퐁피두185 퓌슈98 프랑

스 공동체193 프랑스군23 프랑스 레지스탕스66 프랑스 연합190

프로이센-프랑스전쟁18

헤르츨243 핵확산금지조약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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