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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혁명’과 극우학생운동
-옥시당(L’Occident)의 활동을 중심으로-*

박  단  

I. 문제제기

68년 ‘5월의 사건들’이 프랑스 정치 사회에 진보적인 유산만을 

남겼을까? 조지 카치아피카스가 강조하듯이 대학생들은 시공간을 떠나 

늘 진보적이었을까?1) ‘68혁명’이 많은 진보적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프랑스에서 극단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보수 정치인들, 더 나아가 반(反)유럽연합의 선봉에 서고 있는 

민족전선(Front National)의 상당수 지지자들이 ‘68혁명’의 또 다른 

활동가들이었으며, 키즈(kids)였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68혁명’의 진보적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비단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후보가 2017년 대통령 선거 전 ‘68년의 

성과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거나, 한 저명한 극우정치가의 ‘68

년’에 대한 솔직한 고백 때문만도 아니다. 우리는 68년의 사건들에 영향 

받은 당시의 많은 청년들이 오늘날 극우정당이나 보수정당을 통해 여전히 

진보정치를 부정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정당인 민족전선의 주요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브뤼노 골니쉬(Bruno Gollnisch) 교수는 자신의 

1) 조지 카치아피카스, 이재원 역, 『신좌파의 상상력: 전세계적 차원에서 본 
1968년』 (서울: 난장,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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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자기가 ‘극우파’가 된 것은 바로 ‘68혁명’ 당시 “좌파 대학생들

(les gauchistes)이 대학을 약탈(les saccages)하고 폭력을 행사한

(pratiquer la violence)” 것 때문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그가 다녔던 

낭테르 대학을 약탈한 ‘진보 과격’ 학생들 때문에 자신의 보수적 신념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후일 민족전선에서 활동했던 

스티르부아(Stirbois) 부부, 로제 올렝드르(Roger Holeindre)를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같은 낭테르 대학 학생이었던 

‘68혁명’의 상징 다니엘 콘벤디트에 반대하는 운동(l’anti-Cohn-Bendit)

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2) 

이처럼 프랑스에서 ‘68혁명’은 진보의 토양인 동시에 또 다른 신념을 가진 

학생들의 토양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3) 이들 

‘학생들’은 오늘날 유럽연합 내 막강한 세력으로 등장한 극우정파의 일정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바로 오늘날의 극우적 성격의 프랑스, 더 

나아가 극우 유럽을 만든 사건이 바로 68년 파리 대학의 부정적 유산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 지나친 주장일까? 더 나아가 최근(2014) 프랑스에서 

『르 피가로(Le Figaro)』 및 『르 피가로 마가진(Le Figaro-Magazine)

』 등에서 기자로 근무한 한 우파 언론인이 ‘68혁명 세대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모든 걸 망쳤다’는 내용의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보기 드문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68

혁명’에 대해 기존의 주류적 관점과는 다른 수정적 해석이 이민, 동성애 

문제 등 사회문제에 편승해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는 

1970년부터 오늘날까지 점차 쇠퇴해 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1970년부터 

2007년까지 매해 주요 사건들을 프랑스의 쇠퇴와 연계해 분석해 나가는 

게 이 책의 주요 구성이다.4)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가 이 글에서 살펴볼 것은  ‘68혁명’ 당시 

활동했던 극우 학생단체와 그 단체가 현대 프랑스 사회의 보수적 성격에 

2) http://gollnisch.com Biography (검색일: 2018년 1월 9일).

3) ‘68혁명’에 대한 우파의 대처가 어떠했는지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지
적은 2017년 출간된 저술에서도 볼 수 있다. Gilles Richard, Histoire des 
Droites en France de 1815 à nos jours (Paris: Perrin, 2017), p. 353.

4) Eric Zemmour, Le Suicide Français (Paris: Albin Miche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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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영향이다. 특히 우리는 당시 대표적인 극우학생 단체였던 옥시당

(L’Occident)의 활동과 주요 지도자 및 이데올로기를 고찰하고, 주요 

구성원의 향후 진로를 추적함으로써 오늘날 反유럽연합을 주장하고, 

反이민을 주장하는 극우적 성격의 인사와 ‘68혁명’의 연계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정통 보수정당으로 향했고, 일부는 극우 활동을 

지속했으며, 다른 일부는 정통 보수당 내에서 끝까지 극우적 활동을 한 

사람도 있다. 이들과 오늘날 反‘68혁명적’ 이념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일은 쉽지 않으나 그 단초를 추적해 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I. 68년 5월 극우파 학생들의 활동

시대를 초월하여 국민들의 성향은 대체로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보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68년 ‘5월의 사건들’이 있기 전, 파리 대학생들의 정치적 

성향은 대체로 어떠하였을까? 이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일단은 당시 파리 대학생들의 조직기구 

및 조직의 성향 혹은 이 조직에 대한 회원 가입률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정치적 성향을 일부나마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20세기 들어, 프랑스 대학생조직의 시작은 1907년 결성된 프랑스 대학생 

전국연합(Un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générales d’étudiants 

de France, 이하 UNEF)을 들 수 있을 것이다.5) 파리 학생조직은 비록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표방하였지만, 일찍부터 친정치적 경향을 띠었다.6) 

5) 이 조직은 오랫동안 각 지방에 산재한 지역단체에 불과하였다. 그 가운데 파
리학생연합체(Association générale des étudiants de Paris)가 가장 영향
력이 있었다. A. Monchablon, UNEF(Un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générales d’étudiants de France), in Jean-François Sirinelli, le Diction-
naire historique de la vie politique française au XXe siècle (Paris: PUF, 
1995), pp. 1038-1040.

6) 예를 들면, 1912년에 파리 학생연합체 대표는 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띠었
으며, 간전기에는 악시옹 프랑세즈의 수중에 있기도 했다. 1940년에는 비시
정부의 민족혁명에 합류하기도 했고, 해방 후에는 진보적 성향을 띠기도 하였
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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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그르노블 선언(La Charte de 

Grenoble)」을 통해 학생 자신들을 ‘젊은 지식노동자’로 규정하기도 

하는 등 진보적 색깔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며, 그 수도 점차 증가하였다. 

알제리 전쟁 당시에는 처음으로 가입자 수가 대학생 두 명 중 한 명이 될 

정도로 이 조직은 프랑스 대학생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7)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이 당시 파리 대학생 다수는 68

년 ‘5월의 사건들’ 당시 진보적 성향 혹은 적어도 권위적인 드골 정권에 

반대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1963-1968년까지 

이 조직의 지도부를 극좌파 성향의 다양한 인물이 맡고 있기도 했으니 

말이다.8) 

한편, 1968년 5월 당시 극우파 학생들의 조직이었던 옥시당(L’Occident, 

서양)9) 또한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었다. 옥시당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부 고등학생들도 가입한 조직으로, 가입 인원은 많아야 1,000명 

미만이었다.10) 이들은 베트남의 디엔 비엔 푸(Ðiên Biên Phu)에서 프랑스 

군이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일과 알제리의 독립에 실망한 나머지 극우파로 

돌아선 젊은이들이 대다수였다. 옥시당 조직원들은 파시스트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켈트 십자가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선택했으며, 

민족의 이익에 해가 되는 보통선거를 폐지하고, 국가 엘리트가 지배하는 

권위적인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극우 이데올로기를 

선호한 것이 사실이다.11) 게다가 이들은 반(反)공산주의자이기도 

하였는데, 당시 막시스트 세력 혹은 ‘볼셰비키 세력(les bolchos)’

을 자신들의 적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옥시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상적으로 투쟁(combat pour les idées)하기보다는 폭력으로 투쟁

(combat par la violence)하기를 선호했고, 이것으로 다른 극우 단체와의 

7) Ibid., p. 1037.

8) Ibid., p. 1038.

9) 1964년에 창립된 옥시당은 프랑스 극우파 정치운동이었다. 1968년 10
월 31일 해체되었으며, 신질서(Ordre Nouveau)로 대체되었다. http://
fr.wikipedia.org/wiki/Occident_(mouvement_politique) (검색일: 2017년 
9월 5일).

10) Erwan Lecoeur, dir., Dictionnaire de l’extre ̂m̂e droite (Paris: Larousse, 
2007), pp. 232-233.

11) Ibid., p.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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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을 드러냈다.12) 하지만 68년 ‘5월의 사건들’ 동안 옥시당이 벌인 

활발한 활동은 당시 파리 대학생들의 성향이 진보 일색이었다는 추론을 

반증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도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이들의 영향력은 ‘엘리트들을 재생산하는’ 파리 정치대학(IEP de Paris)

과 파리 대학 중에서도 법학, 의학, 그리고 약학 분야에서 제한적이나마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13) 당시 극우파 조직에 속했던 한 

학생의 증언처럼, 결국 68년 당시 파리 대학에는 오직 극좌와 극우만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14) 

주지하다시피, ‘68혁명’ 당시 학생들이 프랑스 정부 및 교육 당국에 

느꼈던 불만이 갑자기 분출된 것은 아니었다. 드골의 권위적 정치에 

대한 반감과 함께 매년 급증하는 대학생 수로 인한 불만족스러운 

교육환경으로, 이들 대학생들이 정부 및 대학 당국에 느꼈던 불만은 

이미 수차례 표출된 바 있었다. UNEF의 1963년 총회는 대학의 민주화, 

교육내용과 교수법, 대학행정구조 등에 대한 혁신을 요구하였으며, 1964

년 프랑스 교육부장관의 고등학교 개혁안 등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하였다. 이 대학생 조직이 내놓은 선언문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내용의 개선, 엘리트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콜(Grandes Ecoles) 

폐지, 고등교육 시스템의 민주적 재정비, 모든 학생에게 학업보조금 

제공, 선별입학시험 반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15) 1966년에는 

교육부 개혁안에 포함된 대학 선별입학시험이 ‘부르주아지’에게 유리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대학교육과정별 진급 

선별 시험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며 ‘계급 

대학’ 구상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16)

12) Ibid., p. 231.

13) Ibid., p. 232.

14) 프랑스의 우파 정치인이자 ‘68혁명’ 당시 옥시당 멤버였던 에르베 노벨리
(Hervé Novelli)의 증언.  http://fr.wikipedia.org/wiki/Occident_(mouve-
ment_politique) (검색일: 2017년 9월 15일).

15) 민유기, 「68년 5월 운동과 프랑스의 대학개혁」, 『프랑스사연구』, 29호
(2013.8), 199쪽.

16) 민유기, 같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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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서 열악한 교육시설, 불만족스러운 강의 내용, 시대에 

뒤떨어진 기숙사 규정 및 권위적인 교수 등에 대한 불만은 제어하기 힘든 

한계에 다다랐다. 1968년 1월, 대학 당국은 사복 경찰에게 학생활동을 

사찰해서 가장 전투적인 학생들을 몰래 촬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반발한 학생들은 오히려 경찰을 사찰, 사진을 찍어 플래카드에 붙여 

‘현상 수배자’로 전시했다.17) 이러한 가운데 3월 22일 저녁, 학생 5

명이 反베트남 전쟁 시위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학내에 퍼졌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학생들은 대학본부 건물을 점거했다. 이제 

학생들은 대학의 관료주의와 대학과 정부의 연류, 그리고 더 나아가 계급 

지배와 억압의 본질, 권력의 본질 등에 대해 토론하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해산되었지만, 이러한 연대 경험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18)

1968년 5월 3일 금요일부터 프랑스에서는 다니엘 콘벤디트(Daniel 

Cohn-Bendit)라는 저항을 상징하는 인물이 파리 대학 학생들과 연대하게 

되었다. 콘벤디트는 5월 6일 8명의 낭테르 대학 학생들과 함께 낭테르 

대학에 대한 징계권이 있는 소르본느 대학 징계위원회에 출두해야 했다. 

5월 3일 정오, 수 백 명의 학생이 소르본느 교정에 나타나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그 가운데 트로츠키 그룹 ‘혁명공산주의 청년연합’(Jeunesse 

Communiste Révolutionnaire, JCR)19)의 알랭 크리빈느(Alain Krivine)

가 협상에 나섰다. 당시 베트남 전쟁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이 조직의 

지도자 크리빈느와 콘벤디트는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경찰에 연행되었고, 

소르본느 는 폐쇄되었다.20)

17) 수잔 왓킨스, 타리크 알리, 안찬수, 강정석 공역, 『1968: 희망의 시절, 분노
의 나날』 (서울: 삼인, 2001), 112-113쪽.

18) 수잔 왓킨스, 타리크 알리, 같은 책.

19) 이 단체는 1965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후보
를 지지하는 것을 거부했기에 공산당에서 축출된 공산당학생연합(Union 
des étudiants communistes)의 소르본느 문학부 분파로부터 1966년 4
월에 창립되었다. 이 조직은 트로츠키스트 청년 조직(organisation de 
jeunesse trotzkiste)으로 후에 ‘공산주의 혁명리그’(Ligue commu-
niste révolutionnaire)가 된다. http://fr.wikipedia.org/wiki/Jeunesse_
communiste_r%C3%A9volutionnaire (검색일: 2017년 9월 5일).

20) 수잔 왓킨스, 타리크 알리, 『1968: 희망의 시절, 분노의 나날』, 112-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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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황 하에서, ‘5월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방아쇠를 당긴 것은 5월 

10일 ‘바리케이드의 밤’이었다. 소르본느 대학 폐쇄 일주일 후 학생들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 뒤 라탱 구역

(Quartier Latin)의 일부를 점령한 채 바리케이드를 쌓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은 라디오 등 방송의 중계로 곧 여론을 형성하였으며, 파리 대학생들의 

시위운동은 파리를 넘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었다.21)

이와 같은 파리 대학생들의 시위 및 점거는 당연히 그들과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또 다른 일부 학생들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반대하여 폭력적인 실력행사도 불사할 정도였다. 실제 콘벤디트와 

‘3월 22일 운동’(Le Mouvement du 22 Mars)22) 그룹이 소르본느에 

도착할 무렵, 옥시당 그룹 소속의 학생 100여 명이 소르본느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학생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되었던 극우파 학생들 대신 경찰이 밀고 들어왔다.23) 

III. ‘68혁명’과 옥시당

그렇다면, 옥시당은 어떠한 조직이며, 그들은 ‘68혁명’을 전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였을까? 1964년 4월에 대부분 파리 대학의 대학생, 

고등학생에 의해 창립된 이 조직을 이끈 사람은 피에르 시도(Pierre 

Sidos)24)인데, 그는 프랑스 민족주의 운동 단체인 ‘젊은 민족’(Jeune 

21) 수잔 왓킨스, 타리크 알리, 같은 책.

22) 1968년 3월 22일 밤 낭테르 대학에서 창설. 아나키스트, 상황주의자, 트로
츠키스트, 마오이스트들의 그룹으로 콘벤디트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베트남 
전쟁에 반대했던 이들의 활동이 68년 ‘5월의 사건들’의 기폭제였다. http://
fr.wikipedia.org/wiki/Mouvement_du_22-Mars (검색일자: 2017년 9월 2
일)

23) 수잔 왓킨스, 타리크 알리, 『1968: 희망의 시절, 분노의 나날』, 112-113쪽.

24) 피에르 시도는 1968년부터 2011년까지 ‘프랑스의 과업’(l’Oeuvre Fran-
çaise)을 이끌었는데, 이 조직은 네오파시즘(néofascisme), 페탱주의(pé-
tainisme) 그리고 반유대주의(antisémitisme)를 혼합한 운동이다. http://
fr.wikipedia.org/wiki/Pierre_Sidos (검색일: 2017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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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25)의 창립자이기도 하였다. 피에르 시도는 유럽-행동(Europe-

Action) 내부에서 도미니크 베너(Dominique Venner)와의 갈등 끝에 

조직을 탈퇴하고 옥시당을 새로 조직하였다.26) 그가 옥시당을 떠난 1965

년 말에는 약 600여 명의 조직원이 활동했으며, 1968년에는 1,500명 

정도로 증가했다.27) 이 숫자는 단일 조직으로 어떤 행동을 조직하는 데 

많은 수도 아니지만, 결코 적은 수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 단체가 자신의 

존재를 알린 것은 그 가입자 수나 독특한 이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악명을 떨친 폭력성 때문이었다. 그 폭력은 옥시당이 추구하던 

전략의 한 방편이었지만, ‘68혁명’ 당시에는 특별히 이상해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정적 수단 등 어떤 수단도 없던 

운동조직 입장에서 더욱 과격한 폭력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밖에 없었다.28)

이 단체는 창립 초기부터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파시스트 이데올로기를 

표방하였다. 대독협력자로 이름 높았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 총살까지 

당한 로베르 브라지약(Robert Brasillach)29)을 추모하기까지 하였다. 

1945년 2월 6일 처형당한 브라지약을 추모하기 위해 옥시당은 그로부터 

20년 후인 1965년 2월 6일 파리의 라탱 구역에서 대대적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30) 주지하다시피 2월 6일이라는 날짜는 1934년 2월 6

일 극우파들이 파리 하원 앞에서 대대적 시위를 벌임으로써 수 십 명의 

25) 드 브누아는 1961년 폭력적 네오파시스트 집단인 젊은 민족의 하위조직인 
‘민족주의학생연맹’(Fédération des Etudiants Nationalistes)의 창설을 주
도했다. 김용우, 「프랑스의 뉴 라이트, 포스트-식민주의 파시즘?」, 『서양
사론』, 129호(2016), 31쪽.

26) 베너와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이라기보다 개인적 갈등을 겪었다고 볼 수 있
다. Jospeh Algazy, L’Extrême droite en France, de 1965 à 1984 (Paris: 
L’Harmattan, 1989), p. 45.

27) http://fr.wikipedia.org/wiki/Occident_(mouvement_politique) (검색일: 
2017년 9월 5일).

28) Joseph Algazy, L’Extrême droite en France, de 1965 à 1984, p. 45.

29) 비시정권 시기 협력 문필가로 명성을 떨쳤으며, 극우단체 악시옹 프랑스세즈
(L’Action Française)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반유대적 주간지인 『나는 도처
에 있다(Je suis partout)』의 편집주간이기도 했다. http://fr.wikipedia.org/
wiki/Robert_Brasillach (검색일: 2017년 9월 5일). 

30) Joseph Algazy, L’Extrême droite en France, de 1965 à 1984,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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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를 발생시키고 당시 달라디에 수상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던 

바로 그 날이었기에 더 상징성을 가졌다.31) 옥시당은 이처럼 브라지약과 

같은 극우사상가의 이상을 따르고, 공개적으로 인종주의자를 자처하며 

‘피의 덕목’을 칭송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옥시당의 조직원들은 

파시스트라는 용어를 꺼리지도 않았다. 

냉전 기간 동안 반공산주의 선전활동에 초점을 맞춘 옥시당은 이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1965년 5월 7일에는 파리 5구에 

위치한 프랑스공산당 지역본부를 습격하여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게다가 옥시당 회원들은 대학식당이나 대학가에서 좌파학생들과의 싸움을 

마다하지 않아 수시로 경찰에 불려갔으며, 때로 구속되기도 하였다.32)

옥시당은 창건 이후, 등사된 책자 형태로  「옥시당 대학(Occident 

université)」이라는 일종의 기관지를 발간하였다. 이는 비정기적으로 

간행되었으며, 일종의 정치 및 이데올로기 교육용 기관지였으며, 

여기에서는 이 운동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드러내는 거친 용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옥시당원들은 이곳에서 “무국적의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나 국제주의자 모두 가증스럽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코스모폴리타니즘과 자유주의는 깨부수고, 민족주의적 

프랑스를 건설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하였으며, 심지어 프랑스 민족을 

다른 유럽 민족에 비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33)

이러한 성격을 갖는 옥시당 운동은 1966-1967년에 이르러 ‘옥시당’

이라는 자신의 이름에 걸 맞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동쪽의 

막시스트로부터 서구를 방어’한다는 뜻으로부터 나온 ‘옥시당’은 

탈식민화는 이미 끝난 일이고, 서구 세계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 

세계에 확산하는 소명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1966년 초에는 당시 

현안이었던 베트남 전쟁 문제에서 극좌조직에 맞서 활동하였는데, 이들의 

31) https://fr.wikipedia.org/wiki/Crise_du_6_f%C3%A9vrier_1934 (검색일: 
2018년 1월 30일).

32) Joseph Algazy, L’Extrême droite en France, de 1965 à 1984, p. 46.

33) Ibid.,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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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는 “공산당원들을 보이는 대로 죽여라!”였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의 권고를 취한 것이었다. 게다가 옥시당은 1967년 4월 21

일 그리스에서 사회주의 정부를 뒤엎으려는 군부의 쿠데타를 추인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었다. “막시스트의 준동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육체적 

말살이다. 우리는 그리스 정부에 유사 휴머니즘(pseudo-humanitarisme)

의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제안한다.”34) 이처럼 옥시당은 냉전 시기 비록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反共 정부를 지지하려는 미국의 지정학적 세계전략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였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967년 6월, 6

일 전쟁 당시, 옥시당이 미국의 세계전략을 반대한 일이 생겼다. 옥시당은 

이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을 거부하였다. 다른 

극우정파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이스라엘 편에 섰지만, 옥시당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옥시당이 反유대주의자였던 모리스 바르데슈(Maurice 

Bardèche)35)의 지적궤도에 들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바르데슈가 1952년 창간한 『서양의 수호(La Défense de l’Occident)

』는 옥시당의 공식적인 이론지로서 1982년 폐간될 때까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수정주의 파시즘의 이론적 실험실 역할을 했다.36) 

60년대 후반에 들어서 극좌파의 세력 증가에 맞선 옥시당은 청년들의 

조직에서 벗어나 새로이 성인들의 조직이자 전통우파의 품에서 동맹을 

찾아 나섰다. 그 결과 1968년 1월 옥시당은 현재 극우정파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민족전선의 창립주도자 가운데 한 명인 로제 올렝드르37)

34) http://fr.wikipedia.org/wiki/Occident_(mouvement_politique) (검색일: 
2017년 9월 5일).

35) 바르데슈는 파시스트로 유대인 학살 문제에 대한 부정주의(négationnisme) 
입장을 취하였던 문필가였다. 그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극우파와 신파
시스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가 저술한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는 이 시기 젊은 세대 극우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에 대한 더 자세
한 내용은 김용우, 「모리스 바르데슈의 신파시즘과 파시스트 유럽주의」, 
『프랑스사연구』, 37호(2017)을 참조하라.

36) 김용우, 같은 논문, 117쪽.

37) 베트남 전쟁과 알제리 독립전쟁에 참전했으며, FN의 창당을 주도했다. 2011
년까지 FN에 몸을 담았으나, 그 후 반세계화를 주장하며 칼 랑(Carl Lang)이 
2009년 창당한 민족주의 정당 ‘프랑스의 당(Parti de la France)’에 합류하였
다. http://fr.wikipedia.org/wiki/Roger_Holeindre (검색일: 2017년 9월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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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도하는 ‘남베트남 지지를 위한 통일전선(Front Uni de soutien au 

Sud-Vietnam)’과 힘을 합치게 되었다. 이러한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옥시당 전투원들은 1968년 ‘5월의 사건들’ 동안 북베트남을 지지하고 

있는 극좌파 전투원들에 대해 다양한 폭력행위를 행사하였다. 사실, 

이들은 이미 1967년 1월 ‘루앙 대학 캠퍼스의 북베트남 위원회(les 

comités Viêt Nam sur le campus de l’université de Rouen)’에 대해 

공격을 가하여 여러 학생을 부상당하게 한 바 있었다. 이들 가운데 13명의 

옥시당 전투원이 폭력 및 폭력 예비모의 혐의로 구속되었다.38) 극우파 

전문 기자이자 역사가인 조셉 알가지에 따르면, “캠퍼스에서의 이러한 

폭력 행위야말로 ‘68혁명’의 폭발에 직접 동기가 되었을 것 같다.” 하지만, 

막상 “사건이 발생하자, 옥시당의 멤버들은 프랑스령 알제리를 포기한

(l’abandon de l’Algérie française) 드골 정권을 뒤엎는 ‘바리케이드’에 

합류할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극좌파 전투원에 대항하여 끝까지 (반공) 

투쟁을 할까 주저하였다.”39) 전투원들은 분산되어 일부는 드골주의자들에 

합류하고 일부는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공화파(Républicains indépendants)에 합류하였으며, 

물론 일부는 극좌파 그룹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였다. 특히 일부 옥시당 

조직원들은 좌파 학생들의 무분별한 시위에 반대하여 조직된 드골주의 

대학생 집단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심지어 샤를 파스콰(Charles Pasqua)

가 지휘하는 드골주의자 운동의 비밀경찰에까지 가담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파리 대학을 점령하고 있는 좌파 대학생들을 공격하기도 하였는데, 

때로는 경찰과 공모하여 ‘혼란’을 바로 잡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극좌파 

전투원들을 폭도로 몰고 가기도 하였다.40)

‘5월의 사건들’이 잦아들 무렵인 ‘1968년 6월 12일의 법’은 반(反)

파시스트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1936년의 1월 법을 적용하여 여러 극우파 

운동 단체들을 해산시켰으나 여기에서 옥시당은 제외되었다. 법무부 장관 

르네 카피탕(René Capitant)은 “옥시당은 때로 폭력을 행사했으나 체제 

38) 일부 논란이 있다. 

39) Joseph Algazy, L’Extrême droite en France, de 1965 à 1984, pp. 57-58.

4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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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세력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41) 하지만, 옥시당 전투원들과 

극좌파 그룹 간에 폭력행위가 계속되자 옥시당은 곧 해산 당하였다. 1968

년 10월 27일 옥시당이 먼저 ‘고등교육 전국노조’(Syndicat national de 

l’enseignement supérieur, SNESup) 본부와 1968년 5월 7일 첫 호를 

발간한 공산당 학생 기관지인 『행동(Action)』42)을 공격하자, 친(親)

마오이스트-아나키스트 연합 단체들이 옥시당 전투원들의 정기 회합 

장소였던 한 카페(Café Relais Odéon)를 방화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일련의 유사 폭력 사건이 계속되자 내무부 장관 레몽 마르슬랭

(Raymond Marcellin)은 10월 31일 옥시당을 해산시켜버렸다. 이로써, 

극우 성향의 파리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었던 옥시당은 1968년 11월 1일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43)

IV. ‘68혁명’ 이후의 옥시당 세대

‘68혁명’ 이래 약 40년 동안 극우파는 ‘68혁명’의 진보적 유산을 땅에 묻는 

것을 꿈꾸었고, 이 노력에 2007년 사르코지 대선 후보까지 합류하였다. 

민족전선의 높은 지지율에 위기를 느껴 이민 문제 등 사회정책에 더욱 

더 보수적인 정책을 주장하던 사르코지는 결선 투표 직전인 2007년 4

월 대중운동연합 당원들 앞에서 마침내 “68년 5월의 유산을 청산해야 

한다.” “68년 5월은 무정부 상태와 도덕적 상대주의, 사회와 국가의 가치 

파괴를 대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44) 이는 극우파와 보수가 ‘68혁명’

을 통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지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反공산주의와 극우전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공유했던 당시 대학생들은 

대다수 미국을 좋아했던 친미파(américanophiles)이기도 하였으며, 

‘프랑스령 알제리’(Algérie française)의 지지자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41) Ibid.

42) http://fr.wikipedia.org/wiki/Action_(journal) (검색일: 2017년 9월 5일).

43) http://fr.wikipedia.org/wiki/Occident_(mouvement_politique) (검색일: 
2017년 9월 5일).

44) “Nicolas Sarkozy veut ‘liquider’ l’héritage de mai 68”, Le Nouvel Obs 
(2007.4.26.). 이재원, 「프랑스의 ‘68년 5월’」, 『서양사론』, 100호
(2009), 30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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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를 공유하였던 옥시당 소속 대학생들은 이 조직의 해체 이후 어디로 

향했을까? 

이들은 1968년 ‘5월의 사건들’로 인해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직이 해체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다. 해체 후 조직원들의 

항로는 의외로 다양했다. 당시 이 운동의 대표적 지도자들은 프랑수아 

뒤프라(François Duprat), 알랭 로베르(Alain Robert), 제라르 롱게

(Gérard Longuet), 그리고 알랭 마들랭(Alain Madelin)45), 파트릭 

드베지앙 등이었다. 옥시당 세대 가운데 일부는 정통 보수우파나 자유주의 

운동에 합류하였는데, 이들은 대체로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前대통령이 오래 동안 총재를 지낸 공화국연합 (RPR), 혹은 지스카르 

데스탱 前대통령이 주도했던 프랑스 민주연합(l’UDF), 그리고 일부는 

자유보수정당인 자영업자 및 농민 전국 본부(le Centre national des 

indépendants et paysans)에 합류하였다.46) 롱게와 마들렝은 옥시당이 

해체된 후 극우파에 더 이상 몸을 담지 않고 ‘루비콘 강’을 건너 우파 

장관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사르코지스트(Sarkoziste)가 되었다. 

2015년 5월 이후 공화주의자들(les Républicains)로 개칭한 정통 우파 

정당 대중운동연합(UMP,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의 

상원의원이었던 롱게는 2008년 5월 한 극우파 신문 『이 달의 쇼크(Le 

Choc du Mois)』47)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민족주의자에서 자유주의자로 

변신한 사실에 대해 술회하였다. 그는 각별히 알랭 마들랭의 영향 하에서 

정치 경제 자유주의의 사상에 경도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알랭 마들랭은 

68년 ‘5월의 사건들’이 끝난 후, 공산주의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한 유일한 

45) 알랭 마들랭에 대해 1968년 당시 당국이 조사한 보고서 사본을 Algazy의 저
서 부록에서 살펴볼 볼 수 있다. 마들랭은 당시 사회학 전공 학생으로 옥시당
의 출판물 책임자였고, 수많은 조직의 책임을 맞고 있었다. 그에 대한 직책을 
열거한 것만 한 쪽을 넘는다. Joseph Algazy, L’Extrême droite en France, 
de 1965 à 1984, pp. 315-316.

46) http://fr.wikipedia.org/wiki/Occident_(mouvement_politique) (검색일: 
2017년 9월 5일).

47) 극우파 성향의 월간 정치잡지로 1987년에 발행되어 1993년 폐간되었다. 
http://fr.wikipedia.org/wiki/Le_Choc_du_mois (검색일: 2017년 10월 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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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은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였다.48) 

통상 모든 극우파 세력이 자유주의를 비판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신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당시 일부 젊은 민족주의자들은 ‘자유로운 

경쟁’이 진정성만 갖는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판단하였다.49) 알랭 

마들랭처럼 일부 옥시당 조직원들이 보수정당 그 가운데에서도 극단적 

자유주의 경제를 지향한 지스카르 데스탱의 정파로 합류한 행위에 

대해 극우정파 연구 전문가인 프레데릭 샤르피에(Frédéric Charpier)

는, 이들이 권력 중심부에 들어간 것은 일종의 옥시당 ‘예비부대’를 

준비할 생각에서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공화주의 우파에서 장관 등을 지낸 알랭 마들랭, 제라르 롱게, 그리고 

파트릭 드베지앙 등을 일컫는다.50) 하지만, 이들 정치인의 이후 행적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주장이 반드시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여전히 극우파의 일원으로 남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 우리가 차후 

관심을 조금 더 기울일 곳은 옥시당의 주요 지도자들이었던 뒤프라와 그 

동료들의 행적이다. 비록 뒤프라51)는 불의의 암살로 생을 일찍 마감했지만, 

이들의 행위가 초기 민족전선을 형성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떠한 힘을 보탰는지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옥시당 해체 후에 또 다른 주요 지도자들인 알랭 로베르, 프랑수아 오

(François Haut) 그리고 에르베 노벨리(Hervé Novelli) 등과 같은 

인물은 최종적으로 보수 정당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극우파 운동을 

계속하기도 하였다.52) 알랭 로베르는 제라르 롱게와 함께 옥시당을 

48) http://fr.wikipedia.org/wiki/Alain_Madelin (검색일: 2017년 10월 10일).

49) http://fr.wikipedia.org/wiki/Occident_(mouvement_politique) (검색일: 
2017년 9월 5일).

50) Erwan Lecoeur, dir., Dictionnaire de l’ extrême droite, p. 231.

51) 옥시당의 최고지도자였던 프랑수아 뒤프라는 1978년 사망했는데, 많은 사람
들이 프랑스 비밀경찰이 기획한 폭탄테러로 암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는 오늘날 프랑스의 주요 정당으로 발돋움한 민족전선의 공동창립자이자 한 
때 제2인자로 활약하던 인물이다. 

52) http://fr.wikipedia.org/wiki/Occident_(mouvement_politique) (검색일: 
2017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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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할 조직으로 1968년 GUD(Group Union Défense)을 창립한데 

이어 신질서 운동(Ordre Nouveau)을 1969년 11월 공동 창립하였고, 

이후 장-마리 르펜 등과 민족전선을 공동 창립하여 사무총장이 되었다. 

GUD는 극우파 학생운동 조직으로 옥시당과 마찬가지로 매우 폭력적인 

조직이었으며, 신질서 운동은 켈틱 십자가를 앙블렘으로 사용할 정도로 

전통적 극우조직이자 네오파시스트로 분류되는 정치조직인데 2000년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그는 신질서 운동의 저변을 확대할 목적으로 

극우 언론인인 프랑수아 브리뇨(François Brigneau)와 함께 민족전선 

창당을 계획했고, 장 마리 르펜을 지도자로 섭외했다. 민족전선도 1980

년 초까지는 다른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성격을 갖는 작은 정파

(groupuscule) 가운데 하나였다. 이와 같이 알랭 로베르는 지속적으로 

극우민족주의운동을 하였지만 그의 마지막 행로는 뒤프라 등 다른 극우파 

정치인과 달랐다. 1974년 민족전선과 갈라져 신세력당(Parti des forces 

nouvelles)을 창당한 로베르는 민족주의 우파와 절연하고, 자유주의적 

우파성향의 정당 자영업자 및 농민 전국 본부(le Centre national des 

indépendants et paysans)에 합류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는 신골리스트 

당인 공화국연합(RPR, Rassemblement pour la République)에 합류하여 

우파 내 우파에 속하는 샤를르 파스콰의 참모가 되었다. 이민문제에 있어 

파스콰가 보인 극단적인 정책에 로베르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면, 

앞서 언급한 프레데릭 샤르피에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옥시당 지도자들의 면면을 살펴본 결과 극우파로 남은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가 다양한 경향의 우파로 전향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본질적 특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 오늘날 프랑스의 우파 

혹은 극우파 정당들의 反이민, 反유럽연합 등 극우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제리 문제와 함께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68년’을 계기로 

분출되었던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파들, 그 가운데에서도 극우 성격의 

단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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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1968년의 성격이 어떠하든, ‘68혁명’ 이후 수많은 사회변화가 있었고, 

특히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즉, 제도교육의 혁신, 여성운동의 확산, 엘리트 문화의 퇴조와 대중문화의 

팽창, 환경보호 운동 그리고 반핵 평화운동의 대두 등 다양한 새로운 

사회변화들이 긍정적 영향으로 평가되어왔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해도 그 결과물이 항상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 그 예로 

우리는 오늘날 프랑스에서의 극우파의 강력한 성장을 들 수 있다.

2014년 5월 22일에서 25일 사이에 치러진 유럽의회 의원 선거에서 

반유럽연합을 기치로 내건 극우성향의 정당이 전체 의석의 약 20%를 

차지하며 제3세력으로 부상했다. 중도우파 유럽국민당 그룹(PPE)이 

전체 751석 중 가장 많은 221석(23.8%), 중도좌파 사회당 그룹(PSE)은 

191석(24.8%)을, 7대 유럽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던 극우 

혹은 극좌정당 등 반유럽연합 그룹은 129석을 얻어 제3세력으로 부상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극우정당인 민족전선이 약 25%를 득표함으로써 

프랑스 역사상 극우정당이 1위를 한 첫 기록을 세웠다. 집권당 사회당은 

대중운동연합에 이은 3위에 머물렀다. 이는 단지 프랑스만의 현상이 

아니었다. 영국에서는 영국독립당(28%)이 1위를 차지했으며, 독일에서도 

‘독일의 대안(AfD)’ 정당이 6.5%의 지지를 얻어 원내 진입에 성공하였다. 

이처럼 반유럽연합을 기치로 내건 정치그룹의 약진으로 유럽의회 내 

정치구도도 크게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반유럽연합의 선봉에선 극우정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이 

프랑스의 민족전선인데, 민족전선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도 2차 

결선투표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런데 그 구성원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68혁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매우 

흥미롭게 다가온다. 당시 대학생으로서 ‘68혁명’을 지켜본 또 다른 부류의 

‘지식인들’은 ‘68혁명’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또 다른 의미에서 

열정을 불태웠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고찰한 ‘옥시당 L’Occident’이 바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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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68혁명’과 극우학생운동

-옥시당(L’Occident)의 활동을 중심으로-

박 단

흔히 ‘68혁명’이라 불리는 1968년 5월의 ‘사건들’은 드골대통령의 

권위적 정치에 반발한 진보적 대학생들의 운동으로 프랑스 정치 사회 

문화에 걸쳐 진보적 유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반적 인식에 비판적 관점을 들이대어 ‘68혁명’이 오늘날 프랑스 

정치를 더욱 보수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68혁명 당시 극우학생들의 조직인 옥시당(L’Occident)을 사례로 

하여, 68년 5월을 전후하여 이들이 펼친 활동과 이 조직에서 활동했던 

주요 지도자들의 향후 정치활동을 추적하였다. 이렇게 볼 때, 옥시당은 

폭력적인 조직이었을 뿐만 아니라, 반막시스트, 반공산주의적 성격을 

띨 뿐만 아니라 반유대주의 성격을 갖는 조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 조직에서 활동한 주요 인물들은 향후, 정통 우파정당 및 

극우파인 민족전선 창당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길을 

향하였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프랑스의 정당들이 오늘날 반유럽연합이나 

반이민정책을 지지하는 데 일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68혁명’이 프랑스 사회에 진보적 유산만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일부 학생들에게 그들의 보수 이데올로기를 

더욱 급진화시킨 측면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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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y 68 and far-right student movements

-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L’Occident -

Park, Dahn

The ‘events’ of May 1968, often referred to as the ‘French Student 

Movement of 1968’, are known to have left a progressive heritage 

throughout the French political and societal culture as a movement 

of progressive college students who opposed President De Gaulle’s 

authoritarian politics. This paper argues that, against this general 

consensus, the ‘events’ of May 1968 also contributed to today’s 

French conservative parties becoming more extreme.

In the case of L’Occident, an organization of extreme right-wing 

students, I tracked their activities around May 68 and the future 

political activities of key leaders in the organiza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L’Occident was not only a violent organization, 

but also an anti-Marxist, anti-communist, and anti-Semitic 

organization. The major figures in this organization have gone on a 

variety of paths, including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orthodox 

right party and the extreme right political party, National Front. As 

a result, they are seen as playing a role in supporting French anti-

European Union and anti-immigration policies today.

Given this, we can see that ‘May 68’ not only left a progressive 

heritage in French society, but also made some of the students 

strengthen their far-right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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