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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독일의 근대화 과정은 크게 프로이센이 주도한 독일 통일의 진행과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 
구조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프로이센은 상비군과 관료제로 대표되는 절대주의를 확립
한 프리드리히 대왕 이래로 군사 활동을 통한 팽창적인 영토 확장에 집중했으며, 강력한 국
력을 바탕으로 빈 체제 아래 성립된 독일 연방(Deutscher Bund)을 오스트리아와 함께 주도
했다. 이후 보오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은 영향권 아래 있던 영방들을 규합하여 북독일 
연방(Norddeutscher Bund)을 출범시켰고, 1871년 바이에른 등 남부 독일의 국가들이 합병
되어 독일 제국이 탄생한다. 통일 과정에서 강력한 군주권은 보존되었으며, 1848년 혁명의 
시기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자유주의적 헌법에 입각한 입헌군주국을 출범시키려 했던 시도도 
전제정의 군사적 압력에 무위로 돌아갔다. 1871년 제국 헌법이 제정되며 입헌군주국을 표
방했으나 이는 외견상의 입헌주의일 뿐이었다(본론II 참고). 독일의 산업 혁명은 19세기 중
반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독일 산업혁명의 시점(始點)에 관해서는 (관세동맹(Zollverein)
이 체결된)1834년, 1842/43년, 1850년 등 견해 차이가 존재하나1),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늦은 것임은 틀림없다. 시기적으로 뒤처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철강 산업을 비롯한 중
화학공업의 육성에 집중하여 공업 국가의 길로 빠르게 나아갔다.
 그렇게 독일은 근대화를 이루었으나 제대로 된 입헌주의를 구현하지 못했던 제국은 1차 
대전의 패배로 1918년 몰락했다. 그 뒤를 이어 선진적인 헌법을 기반으로 한 바이마르 공
화국이 들어섰으며, 수상 슈트레제만(Gustav Stresemann)의 성공적 외교로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해갔다. 그러나 1933년 나치가 집권하여 제 3 제국(Drittes Reich)을 선포하며 바
이마르 공화국은 채 20년을 버티지 못했다. 그 후 12년간 벌어진 유례없는 일들은 독일사의 
큰 수치이자 세계사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이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이런 역사적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독일사의 특수한 길’, 혹은 ‘존더벡(Sonderweg, 
독일어로 특수한 길이라는 뜻)’테제이다. 이 논의는 독일의 근대화 과정과 나치즘 사이의 필연
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로 1970년대 후반 등장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
다.2)이는 60년대 후반 벨러(Wehler)가 역사학 논의에 사회과학 방법론을 적용한 역사적 사회
과학 논의를 시작3)하고 이것이 사회사 논쟁으로 확장되며 독일 근대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뤄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후 레이건 대통령의 서독방문을 계기로 서독전역에서 
미국 영화 「대학살」이 방영되고 이것이 독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2차 대전에 대한 독일책임
론을 불러일으키며 사학계에서도 「역사가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논쟁이 격화됐다.4)하지
만 이 논의는 약  3~4년 간의 격렬한 논의 와중에 갑작스럽게 독일이 통일되고 이후 사회주
의 청산이 더 급한 해결 대상으로 급부상하면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기도 하다.5) 그
럼에도 존더벡 테제는 아직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나치즘의 문제를 바라보는 

1) 이헌대, 「독일 산업혁명의 재조명」, 『경상논총』 32권 4호, 2014년, 76면.
2) 고재백, 「연구노트- 독일의 특수한 길 논쟁과 그 이후」, 『서양사연구』 14권, 1993, 261면.
3) 이민호, 「社會的 帝國主義論」, 『金哲俊博士 華甲紀念 歷史論叢』, 지식산업사, 1983, 925면.
4) 이민호, 『독일·독일민족·독일사-분단독일의 역사의식-』, 느티나무, 1990, 141면. 사실 독일사의 특수

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가령 한기영은 독일의 특수한 길에 대한 주장이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시작됐다고 본다.(한기영, 「독일사의 특수성」, 『제주대 논문집』, 1989, 1~2
면.) 더 나아가 스튀르머는 1918년 이후에 이미 독일사의 특수한 길 주장은 포기되기 시작했으며 
1945년 이후에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본다.(이민호(주4), op.cit., 159면.) 다만 본 
저에서는 1980년대 후반 제기된 “히틀러와 나치즘은 어떤 역사적 위상을 가지는가”에 대한 논쟁 과
정에서 제기된 존더벡 테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5) 구승회, 「나치역사 평가를 둘러싼 독일학계의 논쟁」, 『역사비평』, 역사비평사,1993년 2월, 245~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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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의 인식차이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을 뿐이다. 즉, 독일의 역사
적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측면에서 존더벡 테제는 여전히 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6) 
 이렇듯 오랜 역사를 가진 존더벡 테제가 주목하는 독일 근대화의 특징은 시민혁명의 부재
로 인한 부르주아지 계층 형성의 실패, 혹은 부르주아지가 권위주의적인 전산업적 지배엘리
트(전통적 토지귀족)의 권력에 굴복한 ”부르주아지의 봉건화”7), 또는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치적 특성들이다. 존더벡 테제 속에서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정상적인 길’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우리는 이러한 존더벡 테제를 이해하기 위해 테제의 기반이 되는 독일
사의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을 분석하고, 테제 자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Ⅱ. 근대 독일의 사회 계층: 융커, 부르주아, 자본가
 1. 전산업적 소유구조와 융커(Junker)
 훗날 독일 제국의 영토가 되는 지역들의 인구는, 1750년 1,600만~1,800만 명 수준에서 
1800년 2,400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8) 이러한 인구 증가는 물론 식량 생산의 향상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17세기 중반에 비해 경지 면적은 1,300만~1,400만 헥타
르에서 2,200만 헥타르로 증가했고, 1헥타르 당 생산성도 20% 증가했다.9)

 이러한 생산력 증대가 자영농의 성장으로 이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임채원10)에 따르면 예
외적으로 서남부 독일의 프랑스 접경지역에서는 자영농민층이 형성되었고, 인구 증가에 따른 
농민층의 분해가 일어나며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엘베강 이동에서는 18세기 말까지 
봉건귀족인 구츠헤르(Gutsherr)들의 지배(Gutsherrschaft)가 이어졌으며, 19세기 들어서 임
금노동에 기반한 경영체제인 융커 경영(Junkerherrschaft)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촉진한 것은 
1807년부터 시작되어 1827년까지 이어진 ”농민 해방”이었다. 농민은 인격적인 종속 관계에서 
벗어났고, 부농층의 일부는 분리되었으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융커층의 토지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었던 것이다. 융커층은 임금노동에 의거하는 지주계급이 되어, 집약적 농업 경영으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11) 또한 토지 귀족으로서의 융커층은 경제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
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데, 이는 본론 II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2. 부르주아지라는 계층
 독일 제국에서 부르주아지가 영향력 있는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는가는 상당한 논쟁거리이다. 
다렌도르프(R. Dahrendorf)12)에 따르면, 독일은 ”독자적인 정치적 요구를 지는 자의식 있는 
부르주아를 창출하지 못했으며, 부르주아지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들의 세력은 미약했고, 
(...) 종속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이는 존더벡 테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장으로

6) Ibid., 246면. (구승회에 따르면 통일이후 독일은 ‘사회주의 청산’과 ‘과거의 역사화’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대다수의 동독사람은 동독이 소련이라는 가장 반나치적인 국가에 의해 건설되었고 따라서 
그들의 도덕적 책임은 면제받았다는 식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7) David Blackbourn and Geoff Eley, 『독일 역사학의 신화 깨뜨리기』, 최용찬·정용숙 역, 푸른역사, 
2007, 30면.

8) David Blackbourn, 『History of Germany 1780-1918: the long nineteenth century』, Blackwell 
Publishing, 2003, 20면.

9) 정해본, 『독일근대사회경제사』, 지식산업사, 1990, 60면.
10) 林采原, 『獨逸近代史硏究』, 一潮閣, 1975, 26~27면.
11) 정해본, op. cit., 75면.
12) R. Dahrendorf. 『Gesellschaft und Demokratie in Deutschland』, Piper, 1965, 58면; David 

Blackbourn, Geoff Eley. op. cit., 55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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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존더벡 테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나치와 파시즘의 맹아가 되었던 독일의 사회사적 특
징을 바로 이것으로 본다.
 반면 블랙번13)은 1850~1875년의 기간 동안 강력한 부르주아지가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부르주아지는 상인, 은행가, 기업가, 공장주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랫동안 많은 독일 
역사가들은 부르주아지의 대두와 그들의 역할을 경시했다. 또한 그는 독일의 ”교육받은 중간
층”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독일의 중간층이 ”그들이 그들 자신의 사회적 중요성을 더욱 의
식하게 되었다”14)고 주장한다. 여기서 블랙번이 강조하는 것은 교육을 받은 중간층과 생산수
단을 소유한 부르주아지의 수렴(convergence)이다. 그들은 계층 내 결혼이나, 동등한 교육 
수준, 취미 등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하위 계층과 거리를 두었던 것이다.15)

 3. 자본가와 융커의 ‘호밀과 철의 연합’
 1834년 관세 동맹으로 독일 영방 국가들 사이의 무역이 촉진됐으며, 철도·포장도로·운하를 
통한 육지와 수로 운송의 발전은 산업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1840년대에는 영국의 직조 기술 
도입 덕에 섬유 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으며, 1850년대 베세머 공법(Bessemer-Verhafen)과 
1860년대 마틴 공법(Martin-Verhafen)의 도입으로 독일의 철강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렇다면 상공업을 기반으로 한 신흥 자본가층과, 토지와 농업 경영 기반으로 한 전통 융커
층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물론 협력적인 관계였다. 산업자본가를 주축으로 한 독일산업가
중앙회(Centralverband deutscher Industrieller)와 토지귀족이 주축이 된 조세경제개혁협회
(Versammlung der Steur- und Wirthschaftsreformer)는 1878년 연합전선을 형성해 정부
의 보호무역 정책 시행을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16) 그 결과, 이듬해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위
한 법률이 비스마르크의 주도로 제국의회를 통과하여 그들의 입장이 관철되었다. 이 유착 관
계를 ‘호밀과 철의 연합(Coalition of Rye and Iron)’17)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을 독일사 최악의 결정 중 하나로 여기며, 존더벡 테제 속에서 
독일 사회가 국가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로 이행하는 주요 경로로 파악한다.18)

Ⅲ. 독일의 특수한 길(존더벡 테제)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러한 독일의 근대화 과정에서 존더벡 테제는 1871년부터 1917년까지의 비스마르크 제국이
라는 이른바 독일적 일탈의 시기가 산업화과정과 중첩되며 나타나는 특성을 바탕으로 이를 나
치즘이 가지는 구조적 성격과 연결해 설명한다.19)이때 독일 근대화 과정의 특성에 대한 고찰
은 산업화로 경제·사회 구조가 변하는 상황에서 군, 관료 및 전통적인 융커의 지배구조가 어

13) David Blackbourn, op.cit., 158~170면.
14) Ibid., 159면.
15) Ibid.. 161-163면.
16) Michael Tracy, 『Government and Agriculture in Western Europe, 1880-1988』, Harvester 

Wheatsheaf, 1989, 88면.
17) ‘호밀과 철의 결혼(Marriage of Rye and Iron)’이라고 칭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Cheryl 

Schonhardt-Bailey, 「Parties and Interests in the Marriage of Iron and Ry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권 2호, 1998, 291-332면 참조)

18) Cornelius Torp. 「The “Coalition of ‘Rye and Iron’” under the Pressure of Globalization: 
A Reinterpretation of Germany's Political Economy before 1914」, 『Central European 
History』 43권 3호, 2010, 401-427면.

19) 문기상, 「독일사의 특수한 길- 부르즈와 革命論을 중심으로」,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論叢』, 삼영
사, 1986, 1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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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 그 요인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외견상의 입헌주의(Scheinkonstitutionalismus)'
라는 비스마르크 제국의 독특한 체제이다. 이는 시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제국의회(Reichstag)
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각국 대표로 구성된 연방의회(Bundesrat)나 비스마르
크의 의도대로 국정이 운영되는 체제(실질적으론 연방의회의 견제력도 약했다)였다. 이때 독일
은 영국과 프랑스가 시민혁명을 거치며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이뤄낸 것과 달리 민중의 혁명적 
봉기 없이 산업화를 진행하는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특성을 보이기도 했다.20) 이 과정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주도해야 할 시민계급은 재봉건화 됐고21) 개혁 주도세력인 융커는 이러한 
재봉건화된 시민계급을 수탈하며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수단을 필요로 했다. 
그 결과 비스마르크 제국은 사회 반대 세력을 적으로 몰아 탄압하는 부정적인 통합22)과 강력
한 군주 정치적 기구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 억압적 정치체제를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23)

 여기서 연유하여 제시된 독일사의 특수성의 두 번째 이유는 귀족 세력의 약화이다. 이 두 번
째 이유는 자칫 ‘역설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지도 모른다. 앞서 독일의 개혁과정이 융커라는 
전통적 지배 계층(귀족층)에 기반한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로 이 두 가지는 병존할 수 있다. 사실 근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선 왕권과 귀족이 어느 
정도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24)귀족세력이 왕권을 견제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를 위
한 혁명적 흐름의 토양이 마련되는 까닭이다. 그런데, 독일의 근대화 과정을 보면 왕권 견제
세력으로서의 귀족층의 토양이 결여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가령 일부 융커층의 투쟁에도 불구
하고 도시는 무력했으며25)대다수의 귀족은 이미 국왕의 관료체제에 흡수되어 왕정을 견제할 
세력이 아닌 왕정에 협력하는 세력이 됐고26),왕의 권위를 등에 업은 비스마르크는 제국의회 
뿐 아니라, 각국 대표 즉 귀족연합체인 연방의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정치행보
를27) 보였다. 이런 경향은 비스마르크 이후에도 유지돼 독일은 전능적인 지도자를 가정한 강
력한 군주제 속에서 견제세력의 부재로 인해 반민주적, 전체주의적 특색이 더욱 강화됐다.28)

 세 번째로 독일의 역사적 특수성은 독일의 통일 과정이 어떠한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크게 갖
지 못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제국주의적 방식29)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사실 독

20) Barrington Moore,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진덕규 역, 까치, 1985, 435면.
21) 문기상, op.cit., 1316면.
22) 정현백, 「노동자 문화의 小市民化와 그 기원-1890년에서 1914년 사이의 독일노동자 문화운동을 중

심으로-」, 『共同體文化』2, 1984, 10면; 이민호(주4). op.cit., 104면. 부정적 통합의 구체적인 사례로
는 반유태주의·반사회민주당 등이 있다. 존더벡 테제는 이런 특성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반공주의
로 이어졌다 본다.

23) Barrington Moore, op.cit., 436~437면; Theda Skocpol, 「A critical review of Barrington 
Moore's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Social revolution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32면.

24) Ibid. 421면.
25) Ibid. 420면.
26) Ibid., 437면. 코카에 따르면 독일은 산업화, 의회정치의 도입 이전에 이미 강력한 관료제를 형성하

고 있었다.(이민호(주4), op.cit., 135면.)
27) 벨러에 따르면 독일이 초기에 식민정책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의회에 전쟁 자금을 요구하면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 비스마르크의 정치적 입장 탓이었다.(이민호(주4), op.cit., 105~106면.)
28) 문기상, op.cit., 1316면; 구승회, 『논쟁- 나치즘의 역사화?』, 온누리, 1993, 90면. 독일의 근대화 

를 무어의 주장처럼 ‘보수적 근대화’라 할 때 유능한 지도력은 필수적 조건이다. 구체제에 신체제의 
일부 특성을 이식하는 것은 혁명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사회 구조의 변화 
없는 근대화는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혈통에 근거한 군주를 ‘유능한 지도자’로 
포장해 이를 중심으로 결속하는 군국주의의 등장을 초래했다.(Barrington Moore, op.cit., 442~44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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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국은 철저히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30)그런데 독일은 1800년대 중반부터 
1873년까지의 경제적 발전을 거치면서 이로 인한 정치적 위기가 점증31)되고 있었다. 특히 
1873년은 세계적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로 독일에서는 농업의 구조적 위기32)와 경제성장과
정에서 좌절을 느낀 사람들에 의한 사회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
기 위해 비스마르크는 내부의 적에 대한 탄압과 대외팽창을 선택한다. 전자를 위해 그는 전술
했던 ‘부정적 통합’ 방식을 도입한다. 후자를 위해선 기존에 큰 관심을 갖지 않던 대외 팽창에 
나섰다. 전자의 방식이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을 통해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적 해결방
식이라면 후자의 방식은 경제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독일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라는 내적 
해방의 관심을 해외 팽창을 통한 부의 획득이라는 경제 문제로 돌리는 조치였다. 존더벡 테제
는 바로 이런 근대화 과정의 제국주의적 특성이 독일이 1930년대 여러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
에서 무장을 통한 경제회복과 유대인 탄압을 기치로 내건 나치의 등장을 초래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독일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조직자본주의적 특성이 대두되면서 독일이 간섭국가로
서의 성격을 강화하게 된 것도 독일사의 특수한 길을 강화했다.33)조직자본주의는 1915년 힐
퍼딩(R. Hilferding)이 『금융자본론』에서 최초로 제시한 개념으로 우리로 따지면 일종의 ‘재
벌’같은 것34)이었다. 그에 따르면 조직자본주의는 서구에서 나타난 자유 경쟁의 자본주의와는 
달리 산업·무역·은행이 통일된 형태로 편성돼 관리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경제 구조는 무정
부 상태의 자유주의가 아닌 소수의 자본(대은행)이 독점적으로 조직된 특정 산업군을 지배 관
리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원래 힐퍼딩이 이 이론을 제시할 때의 의도는 단순히 경제가 
무정부 상태를 벗어났다는 것을 넘어 경제가 그것의 내적인 자유원리가 아니라 사회적 통제를 
통해서도 운영 가능함을 역사적으로 증명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도래가 가능함
을 밝히려 한 것이었다.35)그런데 이런 힐퍼딩의 주장에 대해 빙클러(H.A. Winkler)는 조직자
본주의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자유말살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힐퍼딩의 낙관
적 예측과 달리 실제 독일은 전체주의적 국가권력이 경제를 통제할 것을 주장하는 나치가 집
권했기 때문이다. 힐퍼딩의 말대로 국가가 경제를 좌우하게 됐으나 그것은 민주화가 아닌 오

29) 본 저에서 제국주의적 방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부정적 통합이 ‘제국주의’를 의미한다면 후자의 
대외적 팽창을 통한 경제적 해결책의 제시는 ‘사회적 제국주의’적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
슷한 듯 다른데 전자의 제국주의적 방식이 내부의 정치적 요구를 정적의 탄압이라는 정치적 방식을 
통해 다른 정치적 요구를 제압하고 정치적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방식은 정치적 요구에 
경제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정치적 관심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밸러는 후자의 방식에 대해 내인적 
요인의 외적 해결책이라는 의미로 ‘사회적 제국주의’라 명명했다.(이민호(주4), op.cit., 103~104면;  
이민호(주2), op.cit., 927~928면.)

30) H. U. Wehler, 『Das deutsche Kaiserreich』 19면; 이민호(주2), op.cit., 927면 재인용. 
31) H. U. Wehler, 『Modernisierungstheorie und Geschichhte』, Gottingen, 1970, 135면; 이민호

(주3), op.cit., 926~927면 재인용; 이민호(주4), op.cit.,103면 동지. 이러한 주장은 베블런이나 거셴
크론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T.veblen, 『Imperial Germany and the Industral Revolution』, 
1966.; A Gers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N.Y., 1965.)

32) 다렌도르프(Dahrendorf)에 따르면 근대화 시기의 독일은 봉건적 농업구조를 간직한 채 산업화된 
‘산업화된 농업국가(Industrialisierer Agrarstaat)’이었다. 1873년에 시작된 세 차례의 공황은 근대
화기 독일의 근본이 되는 농업과 산업의 결합적 관계 즉 ‘호밀과 철의 연합’을 뿌리부터 흔들었던 것
이다.(이민호(주4), op.cit.,123면.)

33) 이민호, 『現代社會와 歷史理論』, 문학과 지성사, 1982, 115~116면.
34) 우리의 재벌은 금산분리 정책에 의해 금융 자본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일의 조직자본주의가 

더 큰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것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집단은 일본의 系列(케이레츠)가 있는데 이것 
역시 금융 자본을 중심으로 계열화 됐다는 점에서 독일의 조직자본주의와 흡사하다.

35) Ibid., 192~194면. 힐퍼딩의 이론은 1915년 당시 독일 사회민주당이 직면한 현실에 대한 분석이며 
그는 이런 자신의 주장을 사민당 전당대회의 기조연설에서 주장하기도 했다.(Loc.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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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더 큰 국가권력의 전횡을 초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코카(J. Kocka)는 조직자본주의 개
념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간섭국가적 성향 탓이라 보고 이를 ‘조직 자본주의와 간섭국가의 
연대통치’36)라 명명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가 원활한 조직으로 운영되려면 경제 사
회 전반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가는 세금 징수 같은 소극적 경제활동을 
넘어 기업이 해야 할 생산, 에너지 등의 적극적 경제활동까지 침투해야 하고 더 나아가 노동
자의 생활까지 챙겨야 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37) 
즉, 독일의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 분야에 대한 강력한 조직화와 통제는 힐퍼딩의 주장처럼 경
제 민주화를 초래하기보단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 조직을 비대화시켜 나치와 
같은 강력한 억압적 권력을 탄생시키고만 것이다.

Ⅳ. ‘특수한 길(Sonderweg)’ 테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특수성은 이후 나치즘의 탄생과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비스마르크 재임 당시 이루어진 ‘위로부터의 혁
명’과 융커와 부르주아지 계급의 영합, 즉 부르주아지가 자유주의적 시민의식이 결여된 상
태로 융커 엘리트층과 타협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호밀과 철의 연합’은 대토지 소유와 
산업자본이 타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독일의 부르주아지는 시민혁명을 이루어내는 데 실
패했고 ‘봉건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독일의 정치 구조는 매우 ‘후진적’이었고, ‘전산업적 전
통’을 극복하지 못해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설명이다.38)

  하지만 독일 제국 시기와 바이마르 공화국, 그리고 나치즘의 등장을 연속선상에서 파악하
는 이와 같은 시도들은 이후의 역사가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독일의 ‘특수한 길’ 논쟁
에 불을 붙인 것은 영국의 신마르크스주의 사학자 제프 일리(Geoff Eley)와 데이비드 블랙
번(David Blackbourn)의 저서들이었다. 이들은 독일에 왜 시민혁명이 부재했는가를 탐구하
는 것은 영국을 이상적 근대화의 모델로 전제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법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을 가하였다. 1980년에 출간된 저서를 통해 이들은 기존의 독일 역사학자들이 독일 제
국의 ‘파행적 근대화’나 ‘전산업적’, ‘전통적’ 가치의 존속을 근거로, 독일의 근대화 과정은 
영국, 프랑스의 근대화 과정과는 다른 일종의 탈선이었다고 주장한 바를 뒤집었다.
  제프 일리는 모범적인 사회 발전의 한 사례라는 영국의 모델은 다소 목적론적이며, 일련
의 과정들이 나오게 된 역사적 정황을 검토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39) 또한 
부르주아지를 하나의 사상적 일치를 이룬 통일된 계급으로 파악하는 연구 방법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수한 길’ 테제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부르주아 계급의식과 동일시되며, 독일의 
부르주아지는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전통적, 권
위주의적, 귀족적 가치체계에 굴복해버린 집단이었다.40) 하지만 일리는 근대 부르주아지가 
자유주의를 추구해야하는 통일된 집단이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양
상을 띠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근본적 시민권들은 부르주아지를 묶을 수 있는 요소
였지만, 경제적, 직업적, 지역적, 종교적 차이에 따라 그들을 가르는 경계가 있었던 것이다. 
가톨릭계에서도 국민자유당(National Liberal Party)을 지지한 자들이 있었고, 부르주아지도 

36) Ibid., 116면.
37) Ibid., 196~199면.
38) David Blackbourn and Geoff Eley, op.cit., 74면.
39) Ibid., 50-56면.
40) Ibid.,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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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와 우파에 따라 다른 정치적 성향을 보였다.41) ‘특수한 길’ 테제에 따르면 독일에 시민
혁명이 부재했던 것은 독일의 부르주아지가 미약하고 정치적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한 탓이
었다. 하지만 ‘시민혁명’의 핵심을 정치적 변화가 아닌 경제적 변화에 둔다면, ‘시민혁명’은 
‘산업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법적·정치적 틀의 창출’
로 볼 수 있기에 독일의 부르주아지도 ‘시민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다.42) 독일 기업가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는 그들의 ‘보수적’이고 ‘봉건적’인 
가치관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이해의 지속을 위한 합리적 계산의 결과로 나온 것이었
다.43) 급속한 산업화와 독점 자본주의로 부를 축적한 기업가들은 ‘봉건적’ 가치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본주의적 이해에 따라 굳이 민주주의 혁명을 추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일리에 따르면, 각 나라마다 특수한 형태의 시민혁명이 존재하며, 비스마르크에 의
해 진행된 국가 주도적 개혁 또한 ‘시민혁명’의 독일적 변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44) 또한 
독일 제국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이 진행된 것은 ‘전산업적’ 가치가 지배적이어서가 아니라, 
부르주아적·자본주의적 이해 추구에 따른 조건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필요 때문에 행해진 것
이었다.45) 
  데이비드 블랙번은 독일 부르주아지가 봉건화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사회가 ‘시민화’되는 
과정에서 독일 제국의 정치적 긴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46) 19세기 말 독일 교양시민
층의 문화비관주의는 세기말 프랑스, 영국과 그 양상이 매우 유사했으며 노동자 계급에 대
해 가졌던 적대심도 독일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독일 헌법의 확립은 신분제
적 구속들을 해체하는 결과를 낳았다. 1867년과 1871년의 제국헌법에서는 모든 국가시민의 
법적 평등이 보장되었으며, 언론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근대적’인 조치가 시행되
곤 하였다. 제국의 부르주아들은 ‘봉건귀족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성숙한 시민사회의 면모를 보여주었다.47) 공공시설이 등장하고, 집회와 결사의 자
유와, 사유재산의 보장이 법으로 제정되고, 다양한 이익 집단에 의한 대중 정치의 시대가 
존재했던 것이 그 예이다. 한편, 일리와 마찬가지로 블랙번 또한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로 
기업의 노사관계를 파악했는데, 대기업이 노동정책에서 복지를 내세웠던 것은 노동자의 이
직률이 높았던 노동시장의 상황에 당면해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방안이었다.48) 
  또, 벨러(H. U. Wehler)에 의해 주장된 ‘사회적 제국주의론’에 대한 반박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즉 독일 제국이 내부의 불만과 모순을 외부로 전환해 완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했고, 
비스마르크에 의해 행해진 1883년과 1885년의 식민정책과 빌헬름 시대의 팽창주의적인 ‘세
계정책(Weltpolitik)’이 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49) 대공황과 맞물려 사회적 혁명이 일어날 

41) David Blackbourn and Geoff Eley, The Peculiarities of German History: Bourgeois Society 
and Politics in Nineteenth-Century German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261
면. 

42) 문기상, op.cit., 1325면.
43) David Blackbourn and Geoff Eley, op.cit., 89면.
44) 문기상, op.cit., 1326면.
45) David Blackbourn and Geoff Eley, op.cit., 104면.
46) Ibid., 123~124면.
47) 안병직, 「독일 제국(Kaiserreich: 1871~1918),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梨花史學硏究』 27, 

2000, 92~93면.
48) Ibid., 93면.
49) 벨러는 19세기 말 해외 팽창의 동인은 대부분 선진 산업 국가들이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경제성

장기에 사회에 부과된 긴장들을 대처해야 할 필요의 결과였다고 설명하였다. 벨러의 사회제국주의
는 이러한 내정우위와 부정적 통합에 의한 결집정책(Sammlungspolitik, 융커와 대기업가들이 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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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두려워한 독일 정부는 국내적 긴장을 외부로 돌렸고, 이러한 독일의 외교 정책은 반민
주적 사회구조를 강화했고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벨러의 사회
적 제국주의론에는 몇 가지 비판점이 존재한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내부적 분열과 혼란이 극에 달했었지만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다. 프랑스는 
1898년 파쇼다 위기 때, 내부적으로 노동자들의 파업 문제, 드레퓌스(Dreyfus) 대위 사건
과 파나마 운하 사건을 겪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대립이 격렬했지만, 영국에 대해서 전
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영국에 대해 외교적 패배를 감수하였다.50) 또한 벨러는 위로부터의 
힘만 강조하고 제국주의적 선동에 실제 독일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배
제하였고, 일반 시민과 노동자 계층을 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집단으로 지나
치게 일반화하기도 했다.51) 당시 독일의 제국주의 정책은 내부적 요인보다는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른 주변국과의 정치적·군사적 요인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영국의 식민정책
에 대응하여 독일도 유럽에서 자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했고, 터키,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지에서 국가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고양시켜 주는 식민지를 획득하고자 한 것이다.52)

  독일사의 ‘특수한 길’ 테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이후, 독일 제국의 성립에서 나치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단일체로 파악하기보다 독일 사회의 다양성을 고찰하는 미시사적 접근
이 대두되었다. 새로운 연구들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역사’에 초점을 맞
추어, 사회적·정치적으로 위계가 낮았던 독일인들이 어떻게 사회와 상호작용했는지를 탐구
하였다.53) 또, 프로이센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여 독일 제국의 역사를 지배했다는 사실
을 인정하더라도, 그 주변부인 지방 국가로 눈길을 옮기는 연구도 등장하였다. 독일 제국에
는 프로이센의 수도 베를린도 있었지만, 독립된 도시 공화국으로서 전통이 오랜 함부르크도 
있었고, 남부 독일은 북부와는 달리 종교적으로는 가톨릭이,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의 전통
이 강했던 것이다.54) 또, 당시 노동자들은 단순히 권력에 순종적이지 않았으며, 사회민주당
을 따르지 않기도 하는 등 ‘노동자 문화’가 매우 다양했다는 사실이 연구되기도 하였다. 독
일 노동자들 또한 부르주아지처럼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자들로 
볼 수 있는 것이다.55) 

Ⅴ.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독일 근대화의 특징과 이에 대한 존더벡 테제의 입장 및 그 비판론에 대
해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본고의 필자들은 존더벡 테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
달했다. 첫째, 영국과 프랑스를 ‘일반적’으로 상정하고 그들과는 다른 근대화의 노정을 걸었
다는 이유로 독일사의 과정을 특수한 것으로 대조해서는 안 된다. 서론에서 전술했지만 독
일이 비록 부르주아 혁명과는 무관한 길을 걸었다 하더라도 이는 독일만이 걸은 것은 아니
었다. 가령 베링턴 무어(B. Moore)는56) 근대화를 서구적 민주주의, 공산 독재주의, 파시즘

집한 보수대정치)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정상수, 「독일의 제국주의 1897-1906」, 『독일연구』 
3, 2002, 52면.)

50) Ibid., 52~53면.
51) Geoff Eley. “Defining Social Imperialism: Use and Abuse of an Idea”, Social History, 2008, 

288-289면.
52) 정상수, 「빌헬름시대 독일의 제국주의」, 『독일어문화권연구』 6, 1997, 168-169면.
53) Martel, G. 『Modern Germany Reconsidered: 1870-1945』,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2, 44~45면.
54) 안병직, op.cit., 95면.
55) Martel, G. op. cit., 47~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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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형태로 구분했으며 파시즘의 경우 독일과 일본이 대표적으로 해당한다고 봤다. 만약 
존더벡 테제의 설명이 타당하려면 우선 ‘일반적’ 역사발전과정에 해당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와 ‘특수한’ 독일의 사례로 나뉘어야 할 것인데 중국 러시아 같은 공산 독재주의 형태
의 근대화 과정도 존재하므로 특정 국가의 근대화 과정을 ‘특수한 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 
또한 독일만이 근대화 과정에서 특수한 길을 걸었고 그것이 독일을 나치즘으로 이끌었다는 
설명이 타당하려면 독일 이외에 다른 나라는 이와 유사한 과정을 겪어서는 안 될 것인데 이
미 독일과 유사한 사례의 일본이 존재하므로 독일사가 결코 ‘특수과정’을 밟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독일과 일본이 모두 근대화에 늦었다는 점을 근거로 독일의 ‘특수과정’을 일
본이 답습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지리적 특성도 다르고 역사적 특성도 다른 양
국57)이 단지 근대화에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특수과정을 밟았다고 말하기엔 어폐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과연 ‘부르주아의 의지나 역량’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는지, 이것이 근대화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테다 스카치폴(Theda Skocpol)에 따르면58) 
소위 부르주아의 역량이나 의지로 계량화 되는 수치(도시 거주 상업·산업 종사자 수, 상류 
도시인의 밀도, 확산도 등)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근대화의 결론을 도출했는지는 실증적으
로 증명된 바가 없다고 말한다. 특히 그는 과연 1910년대 러시아의 부르주아와 프랑스의 
부르주아가 사회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가 달랐는지는 확증되지 않았다고 말
한다. 이처럼 존더벡 테제가 소위 ‘일반적’인 역사의 발전과정이라고 상정하는 영국과 프랑
스의 사례에서조차 그들이 부르주아의 의지와 역량을 통해 서구적 민주주의 모델의 근대화
를 이룬 것인지 확증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독일은 서구와 같은 ‘부르주아’ 계층이 부
재하거나 미력해 서구 민주주의 모델의 근대화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존더벡 테제의 주장 역
시 재고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노동 억압적 정치체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노동 억압적 체제가 독일의 특수
적 요인이 되려면 이와는 반대로 노동에 억압적이지 않은 체제도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과
연 역사적으로 그런 체제가 존재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무어는 영국을 노동억압적 정치
체제를 채택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지만 스카치폴은 영국조차도 농민을 억압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실 어떤 체제이든 모든 시장과 재산제도는 정치적 보
호를 필요로 하는 데 다만 영국은 그러한 보호의 과정에서 권력을 중앙 집중적 권력이 아니
라 의회와 지방정부를 장악한 지주들에 의해서 진행됐을 뿐이었다는 주장이다.59) 즉, 융커
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 억압적 정치체제라는 독일만의 특수적 체제를 만
들었고 이것이 추후 나치의 억압적 정치체제 등장에 기여했다는 존더벡 테제의 주장은 세계 
전역에서 노동 억압적 정치체제가 아닌 나라가 없었다는 점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독일의 근대화 과정과 나치즘의 등장은 완전 무관한가에 대해 본고는 
이 역시 확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본 저의 결론부에 전술한 세 가지 주장은 독일의 역
사가 결코 ‘특수’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다고 독일의 근대화 과정과 나
치즘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둘 사이의 상황적 유사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가령 중부 유럽에 위치한 독일은 그 지리적 특성상 수많은 나라의 견제를 받고 또 수많은 

56) Theda Skocpol, op.cit., 27면.
57) 독일은 중부 유럽에 위치해 있었지만 일본은 열도 국가였다. 또 독일은 처음으로 제국이 통일된 

것이었지만 일본은 이미 그 이전부터 도쿠가와 막부 중심의 통일적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58) Ibid., 33~34면.
59) Ibid., 3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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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있었는데 이들의 이런 국제정치적 상황은 근대화 시
기의 독일과 나치 시절의 독일이 공히 직면한 것이었다. 또한 한창의 근대화를 진행 중이던 
독일 제국이 1873년 맞이한 경제 공황이나 나치가 배상금 문제로 인해 겪었던 살인적 인플
레이션 역시 장기화된 경제문제라는 유사한 특성이 있었다.60)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국가
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유사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독일의 근대화와 나치즘이 긴밀한 
내적 연관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즉, 이 둘의 유사성은 상황적 유사성에 기인
한 결과였던 것이다.
 결국 존더벡 테제는 근대화 시절의 독일과 나치즘이 보인 여러 유사성을 근거로 그것의 내
적 연관성을 밝히며 이를 ‘특수성’의 영역에서 설명하고자 했으나 실상 이는 특정 국가가 
유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보인 유사한 반응을 과잉 해석한 측면이 큰 것이다.

60) Theda Skocpol은 국가의 근대화에는 국가 조직 및 국가 엘리트의 반응과 국제정치적 요인이 공
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중부 유럽에 위치하여 늘 다른 나라들의 침략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구축해야할 국제정치적 필요성이 존재했
던 것이다. 즉 독일이 사회 내적인 근대화 과정으로 인해 나치즘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독일
의 지정학적 위치상 독일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에 기반한 군사국가로서의 성격을 가질 필요성이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다.(Ibid. 45~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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