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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독일사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나치 체제에 무기력하게 자리를 비켜준 실패해버
린 체제인가? 바이마르 공화국은 1차대전과 대공황 사이 혼란스러웠던 전간기에 
짧게 존속했던 체제였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어지러웠기 때문에 
공화국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다. 하지만 공화국이 계속해서 쇠
퇴의 길만 걸으며 지리멸렬하게 히틀러에 의해 종말을 맞이한 것은 아니다. 특히  
외교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20년대 중후반 내각에서 외무장관으로 
활동했던 슈트레제만(Gustav Stresemann)은 1차대전 종전 이후 악화일로로 치
닫던 독일과 서방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외교정책을 폄으로써, 1920년
대 중후반 공화국에 짧게나마 경제·외교적으로 안정을 가져다주었다. 슈트레제만
은 외교정책의 성공으로 공화국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시종일관 서
방국과의 타협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다. 
   슈트레제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2차대전이 끝나고서야 비로소 학계에서 본
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다. 5~60년대에는 나치의 잔혹한 만행의 기억 때문에 
독일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독일과 영미권 할 것 없이 매우 강했고, 
슈트레제만은 유화적 외교정책이라는 가면 뒤에서 팽창주의적 야욕을 숨기고 있
던 인물이라는 평가가 강했다.1)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 체제 사이에 있는 시간
적 연속성 역시 사람들이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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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지만 슈트레제만에 대한 사료들이 많이 확보되고 연구가 점점 축적되면서, 
슈트레제만에 대한 보다 균형있는 해석이 힘을 얻기 시작한다. 코네비제(Alfred 
E. Cornebise), 그라트볼(R. Grathwol), 터너(H.A.Turner) 등 연구자들은 슈트
레제만의 유화적인 외교정책이 결코 기만적인 정책이 아니었으며, 서방연합국과
의 화해만이 독일의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그의 확신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주장한다.3) 슈트레제만에 대한 국내의 연구도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고 있다.4) 심
지어는 최근 유럽연합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슈트레제만을 유럽통합정신
의 선구자로 보는 해석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축적된 슈트레제만에 대한 
학계의 해석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5) 한편, 정당정치인으로서 슈트레
제만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헤르츠만(Lewis 
Hertzman), 프리츠(Stephen G. Fritz), 존스(Larry Eugene Jones) 등의 학자들
은 공통적으로 그의 정치적 신념과 당내 우익세력 및 독일 유권자들 사이의 괴리
가 인민당의 몰락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6)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과 공화국의 국내정치 간의 상관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주
제이며, 당시 독일의 국내정치 맥락 속에서 살펴볼 때 외교정책을 더 깊이 이해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컨클(W.A. Kunkle)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컨클은 슈
트레제만의 외교정책이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인민
당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와 공화국의 정치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졌다고 주장한
다.7) 다만 슈트레제만이 폴란드 문제를 비롯한 동방외교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으
며 극우세력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컨클은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
은 여러 사료를 참조하여 서방외교 뿐 아니라 폴란드 문제를 비롯한 동방외교에 

1) H. A. Turner Jr., “Continuity in German Foreign Policy? The Case of 
Stresemann,”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 1, no. 4(1979), p. 511.

2) Ibid., p. 510.: 1차대전에 대한 책임논쟁으로 유명한 피셔(Fritz Fischer)는 슈트레제만
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단념했을 뿐,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중/동부 유럽에 독일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대독일 국가를 세우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3) Felix E. Hirsch, “Stresemann in Historical Perspective,” Review of Politics, 
vol. 15, no. 3(1953),, p. 377.; Alfred E. Cornebise, “Gustav Stresemann and 
the Ruhr Occupation: The Making of A Stateman,” European History 
Quarterly, vol. 2, no. 1 (1972), p. 66.;R. Grathwol, “Gustav Strsemann: 
Reflactions on His Foreign Policy,”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45 (1973), 
p. 69.: Turner, “Continuity in German Foreign Policy,” p. 519. 

4) 신일범, 「Gustav Stresemann의 대외정책」, 『사학지』, 28권 (1995), p. 788.
5) Conan Fischer, “Germany, Versailles, and the Limits of Nationhood,” 

Diplomacy & Statecraft, vol. 30 (2019), p. 414.
6) Lewis Hertzman, “Gustav Stresemann: The Problem of Political Leadership in 

The Weimar Republic,”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History, vol. 5 (1960), 
p. 376.; Larry Eugene Jones, , “Gustav Stresemann and The Crisis of German 
Liberalism,” European History Quarterly, vol. 4 (1974), p. 163.: Stephen G. 
Fritz, “The Search for Volksgemeinschaft: Gustav Stresemann and the Baden 
DVP, 1926-1930,” German Studies Review, vol. 7 (1984), p. 256.

7) W.A. Kunkle, Gustav Stresemann: The German Peoples Party and the German 
National Peoples Party, 1923-1929 (PhD Diss., The American University, 
1969),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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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슈트레제만의 정책과 민족인민당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나아가 슈트레
제만의 외교정책에 대한 당시 독일 여론의 반응과 이것의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
겠다. 이를 통해 본고는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내정치 
사이의 상관관계를 좀 더 폭넓게 살펴보고자 한다.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1차대전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이 당면한 외교문제와 슈트레제만의 전반
적인 외교정책을 다룬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그의 외교정책이 공화국의 의회와 
내각의 정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외교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보면서, 중도층 여론의 이반이 공화국 붕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논한다. 

II.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
1. 베르사유 조약과 전후 독일의 외교 문제
 1차대전 패전과 혁명으로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 뒤를 이
어 세워졌다. 베르사유 조약은 전쟁책임이 독일에 전적으로 있다고 규정했고, 따
라서 신생 공화국에 엄청난 짐을 지웠다. 첫째, 독일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영토
가 이웃국가에 할양되었다. 독일은 프랑스, 벨기에에 각각 알자스-로렌
(Alsace-Lorraine), 오이펜-말메디(Eupen-Malmedy)를 넘겨주었고, 덴마크에도 
일부 영토가 넘어갔다. 무엇보다 동프로이센(Osten-Pruessen)과 오데르(Oder) 
강 사이의 소위 ‘폴란드 회랑(Polischer Korridor)’ 지대가 폴란드에게 귀속되었
다. 더욱이 독일은 아프리카에 있던 식민지까지도 승전국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전후 독일의 영토 상의 손실은 막대했다. 둘째, 전쟁 책임에 따라 독일은 엄청난 
금액의 전쟁배상금을 프랑스를 비롯한 연합국에 지불해야 했다. 이듬해 런던 회
의에서 배상금액이 1320억 금마르크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전쟁으로 쇠약해진 독
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케인즈 역시 
배상금 액수가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하면서, 이것이 독일의 분노를 일으켜 또 다
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육해군 병력을 
10만으로 제한하고 공군은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엄청난 양의 전쟁물자를 
양도해야 했고, 향후 무기 개발을 금지당했다. 특히 프랑스, 벨기에와 국경을 맞
대고 있는 라인강 좌안을 비무장지대로 두어야 했다.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의 신생 공화국에게 요구한 내용은 그 자체로도 무거운 것
이었지만, 이는 독일, 그리고 프랑스와 폴란드 사이에 심각한 외교문제를 가져왔
다. 먼저 프랑스와 독일의 외교관계가 종전 이후에도 극도로 악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전쟁으로 인해 악화된 양국 간의 관계는 라인강 비무장, 막
대한 배상금 요구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까지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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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한 독일의 영토 변화>8)

 한편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동부에서도 새로운 외교문제를 맞닥뜨려야 
했다. 독일은 폴란드 회랑지대를 비롯한 동부영토 상당부분을 신생국 폴란드에 
할양하게 되었다. 특히 발트해로 이어지는 회랑지대가 폴란드에게 할양되면서 동
프로이센이 독일 본토와 분리되었고 자유로운 통행과 물자이동이 불가능해졌다. 
동프로이센 주민들은 향후 폴란드가 동프로이센마저 차지하려고 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었다. 폴란드는 한 세기 넘게 독일 치아에 있다가 마침내 독립을 쟁
취한 것이지만 독일 국민은 이러한 영토 할양을 매우 부당한 것으로 생각했다. 
급기야 독일에서는 동부의 ‘실지(失地)’를 되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
었다9).
 독일의 동방외교에서 영토 자체의 문제만큼이나 전후 새롭게 대두된 문제는 폴
란드에 넘어간 영토에 살고 있던 독일인 문제였다. 폴란드와 독일은 예전부터 민
족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폴란드에 할양된 영토에 원래 살고 있던 독
일인들은 폴란드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폴란드 정부는 자국 내 독일 
소수집단의 재산을 강탈, 몰수하거나 정치적, 종교적 자유과 평등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독일 소수집단을 위한 학교 설립을 방해하는 등 독일인들의 정체성을 폴
란드화하기 위한 정책을 폈다. 심지어 폴란드 회랑지대가 독일-폴란드 간 갈등의 
중심지가 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이 독일 본토로 추방되는 일까지 

8)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German Territorial Losses, Treat
y of Versailles, 1919,” https://encyclopedia.ushmm.org/content/en/map/germ
an-territorial-losses-treaty-of-versailles-1919 (2020년 11월 20일 검색)

9) B. Peter, Weimar Revisionism and the League Minorities System: An Analysis 
of The Interplay Between National Objectiv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PhD. diss., Harvard University, 1994),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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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졌다.10)

 이처럼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했고,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연합국과 폴란드에 대한 독일 국민의 여론은 극도로 악화되었음을 쉽
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여론의 적개심은 독일이 당면한 외교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더욱 요원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 직
후 프랑스와 폴란드에 강경한 외교정책을 폈고, 이것이 오히려 상대국가와의 관
계 경색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배상금과 동부영토, 소수민족문제 각각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첫째, 전쟁배상금 문제를 둘러싸고 독일-프랑스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배상
금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군사적 충돌로까지 비화되었다. 독일은 프랑스에 배상
금을 지불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프랑스가 군대를 동원하여 독일 서
부의 핵심산업지대인 루르(Ruhr) 지방을 강제점령하자, 독일이 소극적 저항정책
(Passiv Resistance)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지출을 채권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인플레이션은 경제사상 유례가 없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증폭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연금, 저축으로 미래를 대비하던 수많은 독일 중산층
들이 몰락하고 이들의 민심이 공화국을 이반했다.11) 배상금 문제가 공화국의 존
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외국군에 의한 영토 점령도 심각한 외교 
문제였다. 연합군은 독일이 배상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자, 프랑스, 벨기에와 독
일 사이의 국경지대인 라인란트 지방을 점령하였다. 라인란트는 이미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이후 프랑스 치하에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라인란트
를 점령하자 급기야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독일로부터의 분리주의 여론이 부
상하기 시작했다.12) 
 둘째, 폴란드에 대한 적대적 여론은 폴란드에 적대적인 외교정책으로 이어져, 영
토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했다. 독일은 폴란드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고 말겠다
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명했는데, 이는 적극적인 대(對)소련 외교로 이어졌다.13) 
독일이 소련과 비밀리에 체결한 라팔로 조약은 소련과 협력하여 폴란드를 압박하
고 나아가 빼앗긴 영토를 되찾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
은 독일이 빼앗긴 동부의 영토를 무력으로 탈환하려고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합리
적인 의심을 갖게 만들었고, 독일을 견제하기 위한 프랑스-폴란드 동맹이 더욱 
견고해지면서 독일이 빼앗긴 동부의 영토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
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영토 문제는 소수민족문제라는 새로운 외교문제를 낳았고 폴란드와 

10) Carol, Fink, “Defender of Minorities: Germany in the League of Nation, 
1926-1933,” Central European History, vol. 5, no. 4 (1972), p. 335.

11) Fritz, “Search for Volksgemeinschaft,” p. 251.
12) Bundesarchiv, “Akten der Reichskanzlei Weimarer Republik,” Dok Nr. 234. 

(Die erste Kabinette Stresemann) 
13) E. Goldberg, Soviet-German Relation: 1918-1926, (PhD. diss., Ottawa 

University, 1966),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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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이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생겼다. 전후 중동부 유럽에 신생국가들이 여럿 
세워지면서 소수민족문제가 전후 유럽체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는
데, 서방 승전국들은 국제연맹이 이 문제를 전담하도록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었
다. 독일은 전후 서방국가들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하는 
국제연맹에 가입할 생각도 없었고 서방국가들 역시 독일의 가입을 원치 않았다. 
독일 정부는 개별적으로 폴란드 정부에 폴란드 내 독일인 처우에 대해 항의하거
나, 독일인 집단을 법적,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고, 문
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폴란드는 이를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양국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서 폴란드 내 소수독일인 문제 
역시 해결될 가능성이 점점 요원해졌다.14) 결과적으로 이웃국가들에 대한 증오심
이 독일 여론을 지배하면서 외교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었고, 이 때
문에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에 부과한 여러 가지 외교문제들이 오히려 더욱 해결
되기가 어려워졌다.

2.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가 루르위기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자 공화국이 붕괴 위기
에 처했고, 이를 수습하는데 실패한 빌헬름 쿠노(Wilhelm Cuno)가 수상직을 사
임하면서 슈트레제만이 1923년 8월에 수상직을 이어받는다. 슈트레제만이 수상이 
된 이후에도 소극적 저항정책은 당분간 지속되었다. 하지만 독일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그는 더 이상 고육지책과 같은 정책을 계
속 고집할 수 없었다. 그는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극적 저항정책을 중단함으
로써 프랑스와의 대결에서 항복한다. 슈트레제만이 루르 위기 상황에서 내각을 
이끌면서 서방국과의 대결 및 비타협으로 일관한 기존의 외교노선으로는 베르사
유 조약이 독일에 채워놓은 족쇄를 절대로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는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타협과 화해를 추구할 때, 독일의 무거운 짐은 
점차 가벼워질 것이며 독일의 이익은 온건한 외교노선을 통해서 극대화될 것으로 
확신했다고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한다.15) 그가 여론의 극렬한 반대와 정치입지 
상의 손해가 예상되며 앞으로 프랑스와의 협상에서 독일의 위치를 매우 불리하게 
만들 것이 뻔함에도 소극적 저항정책을 종식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많
은 연구자들은 슈트레제만이 외교 상의 중대한 결단을 한 1923년을 바이마르 공
화국의 외교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전반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16)

  독일이 소극적 저항정책을 중단함으로써 한발 양보하자, 오히려 서방국가들 사

14) John Hiden, “The Weimar Republic and The Problem of The 
Auslandsdeutsche,”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12, no. 2 (1977), p. 
274.

15) H. A. Turner. Jr., Stresemann and The Politics of The Weimar Republic, 
(New Jersey, 1963), p. 119..; Cornebise, “Ruhr Occupation,” p, 65.; Kunkle, 
German National Peoples Party, p. v.

16) Cornebise, “Ruhr Occupation,”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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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도 독일이 지불해야 할 전쟁배상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 결과, 연합국 측에서 루
르 지방의 연합군 철수, 배상금 액수 완화, 독일에 미국 차관 제공을 골자로 하는 
도즈(Dawes Plan) 안을 제시했다. 도즈 안이 독일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배상
금 액수가 연간 10억마르크라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무엇보다 도즈 
안은 전후 독일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2억 달러의 미국 차관은 전쟁으
로 쇠퇴한 독일의 중공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했음은 많은 연구
자들이 주장하는 바이다.17) 
 도즈 안이 채택되면서 슈트레제만의 온건한 외교노선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프
랑스의 안보 불안이 다시 살아나면서 프랑스가 영국과 개별적인 군사동맹을 맺으
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슈트레제만은 프랑스의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라
인란트 등의 독일-프랑스 국경지대에 대한 안전보장조약을 제안했고, 1925년 로
카르노 조약이 체결된다. 로카르노 조약의 합의 사항은 프랑스-독일 간 국경의 
현상유지, 라인란트 비무장 준수, 프랑스와 독일의 군사행동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중재조약에 의한 독일 동부국경 차후 수정, 독일의 국제연맹가입 추진을 내
용으로 한다.18)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슈트레제만의 온건한 외교정책이 동부국경문
제에 대한 해결의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폴란드와 서
방국가들에 대한 독일의 격앙된 여론은 소련과의 동맹이라는 공격적인 외교정책
으로 이어졌고 이는 서방국과 폴란드의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동부국경
수정은 요원하게 했다. 반면 슈트레제만의 유화정책은 이 둘의 연대에 균열을 만
들어 독일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가능성을 열었고, 이 점에서 그의 외교정책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로카르노 조약은 향후 독일의 국제연맹가입 가능성까지 타진하면서 슈트레
제만의 타협지향적인 외교노선은 더욱 추진력을 얻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듬해 1926년 독일의 국제연맹 가입도 순조롭게 진행된다. 슈트레제만이 국제연맹
가입을 추진한 이유는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연맹에 
가입하는 것이 향후 라인란트에서 연합군이 점진적으로 철군하고, 더욱 완화된 
배상금 조건을 위해 협상하며, 로카르노 조약을 통해서 타진된 동부국경수정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해보려는 계산에서 이뤄진 시도였다.19) 한편으로, 국제연맹 가
입의 또 다른 목적은 폴란드 내 독일소수집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20) 이
로써 1926년 독일은 국제연맹에 가입하는데 성공한다. 
 그런데 1926년 국제연맹 가입 이후, 폴란드 내 소수민족 문제가 관련해서 슈트

17) Turner, Stresemann and The Politics, p. 146.
18) J. Wright, “Stresemann and Locarno,”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vol. 

4, no. 2 (1995). p. 119.  
19) W. A. Kunkle,  Gustav Stresemann: The German Peoples Party and The 

German National Peoples Party, 1923-1929, (PhD. diss., The American 
University, 1969), p. 227. 

20) Carol Fink, “Stresemann’s Minority Policies, 1924-29,”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14 (1979), p.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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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제만의 외교정책에서 다소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슈트레제만이 국제연맹에
서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부 유럽의 독일인 소수집단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목소
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폴란드 지방의 독일인들이 국제연맹에 자신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21) 슈트레제만이 국제연맹가입을 시도할 당시에는 가입의 주요이
유 중 하나로 소수민족문제를 분명히 언급했음에도 이후에 소수민족문제를 이와 
같이 소극적으로 다룬 이유에 대해 연구자들은 소수민족문제, 나아가 동부국경수
정문제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서방국가들과의 타협과 협력이라는 원칙과 충돌하
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22) 서방국은 독일과 타협을 통해서 유럽체제가 안정을 
되찾고, 다시 국제무역을 재개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기를 원하였지만, 필연적으로 
동맹국인 폴란드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동부국경수정문제나 소수민족문제에 대
해 독일에게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에서 독일에 양보하는 것은 베르사유 체제라는 전후 유럽의 세력구도를 근본
적으로 뒤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슈트레제만은 국제연맹가입 이후에 
서방국가들과의 타협을 통해서 배상금 문제, 라인란트 연합군 철군 문제에서 성
과를 얻을 수 있으나, 폴란드와 관련한 외교문제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서방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더 우
선순위를 두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다.
 슈트레제만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1930년에 이르면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
로 보인다. 라인란트 철군문제와 배상금 문제는 1929년 초부터 독일과 서방국 사
이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8월 즈음에 이르면 영 안(Young Plan) 협상
이 진행되어 독일은 기존의 배상금에서 1000억 마르나 삭감된 358억 마르크를 
58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다. 더불어 슈트레제만은 끈질기게 라인란트 
철군을 요구했고 결국 1930년 6월 30일까지 연합군이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되
었다.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이 베르사유 조약의 족쇄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분
명히 어느 정도 푸는 데 성공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이 패전국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슈트레제만의 이러한 온건한 외
교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보다 근본적으로 유럽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찾을 수 있다. 1차대전 이후에도 유럽은 영국, 프랑스를 중심
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서방진영과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소련으로 갈라져 
있었고, 서유럽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슈트레
제만이 서방국에 손을 뻗었을 때, 서유럽은 독일의 손길을 매몰차게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독일은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산업경제
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과 영국은 독일경제가 살아나야 무역시장이 
정상화 되어, 자국의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독일을 가혹하

21) Fink, “Defender of Minorities,” p. 339.
22) Ulf Theone, “Weimar Germany’s Foreign Policy and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The Case of The German Minority in Poland,” Historia Caribe, vol. 
9, no. 25 (2014),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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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짓누르려는 프랑스를 견제하면서 독일과의 유화외교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슈트레제만의 온건하고 타협적인 외교는 전략적으로 현
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23) 이렇듯 서방국과의 타협을 지향했던 슈
트레제만의 외교정책은 외교 영역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내정치 영역에서 그의 외교정책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III. 외교문제를 둘러싼 공화국 내각의 불안정
 독일 사회는 여전히 1차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국가들에 대
한 증오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루르 위기 당시 소극적 저항정책은 좌우 정당과 
보수, 진보 여론을 막론하고 전국민적인 지지를 얻었던 정책이었다.24) 소극적 저
항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독일 경제가 초토화되었음에도 상당수 국
민들이 소극적 저항정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서방국가들에 대한 
독일 사회의 분노는 여전히 엄청났다. 따라서 독일 사회의 여론은 타협을 주장하
는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이 아
무리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사회의 여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는 오히려 독일의 정치와 사회 전반에 갈등을 가져올 터였다.

1. 우경화된 독일 여론과 민족당
 중도/좌파 정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슈트레제만의 온건한 외교가 현실적인 대
안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나, 극우정당은 그의 온건한 외교정
책을 극렬하게 반대했다. 전후 독일의 정치체제와 유럽에 대한 그들의 공통된 인
식은 베르사유 조약, 나아가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부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극우세력은 베르사유 조약을, 연합국이 단순히 전쟁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 독일
에게 전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찍은, 매우 가혹하고 부당한 조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독일에 대한 베르사유 조약의 요구 사항들을 무조건 거
부하는 강경한 외교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극우세력의 정치적 입장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극우세력들의 눈에, 서방국과 타협을 주장하는 슈트
레제만의 외교노선은 비굴하며 민족의 이익을 배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
던 것이다.25)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극우세력이 형성하고 있는 정치집단이 여럿 있었지만, 의
회에 진입하여 공식적인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독일민족인민당
(Deutsche Nationale Volkspartei: DNVP, 이하 민족당)이 있다. 민족당의 지지
세력은 폴란드에 할양된 독일 동부의 프로이센, 메멜 지방에 기반을 둔 지주층, 

23) 정상수, ｢독일 외교정책과 베르사유 체제의 붕괴 1919-1926년｣, 서양사연구 60권 
(2019), p. 97.

24) Cornebise, “Ruhr Occupation,” p. 66.
25) Kunkle, German National Peoples Party,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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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가, 교수, 고위관료,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화이트 칼라, 소상공인 등 중간
층, 종교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구제국 시대부터 공통적으
로 공격적인 민족주의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었다.26) 문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의원내각제로서, 내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정국을 운영하기 위해 의회 과반수 
이상의 지지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민족당이 의회에서 상당한 의
석을 줄곧 차지하였다는 사실이다. 민족당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막 시작된 1919
년 1월 선거에서는 10.3%의 지지율을 획득하는데 그쳤으나, 베르사유 조약에 대
한 완강한 거부를 당기조로 삼아 적극적으로 선거활동을 시작하면서, 상당수 유
권자들이 민족당에 표를 던지기 시작한다. 이듬해 6월 선거에서 무려 민족당의 
지지율이 5%p 가까이 급상승했고, 루르 위기로 프랑스에 대한 적개심이 독일 사
회에서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를 거쳐, 슈트레제만이 외무상으로서 자신의 온건한 
외교정책을 막 전개하기 시작할 무렵인 1924년 5월에 이르면, 무려 19.5%의 득
표율을 기록하여, 당시 제1정당이던 독일사민당(Soziale Partei Deutschland: 
넹, 이하 사민당)를 1%p 격차로 추격하였다. 의회에서 상당한 의석을 차지하는 
민족당이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의 원활한 전개에 상당한 방해가 되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당의 반대는 이미 슈트레제만이 수상으로서 소극적 저항정책을 종료하여 공
화국의 외교기조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첫 걸음을 뗄 때부터 시작되었다. 당
시 독일경제는 소극적 저항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초인플레이션으로 거의 붕괴 수
준에 이르렀으나, 민족당은 나라가 망하더라도 저항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아
주 극단적인 주장을 했다. 이 때문에 소극적 저항정책 중단에 동의하는 다른 정
당들과 타협점을 찾지 못한 민족당은 슈트레제만이 이끄는 대연정 내각에 참여하
기를 거부했다. 이는 루르 위기, 초인플레이션, 극좌/우 정치세력의 군사적 반란
사태라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극복하고 공화국의 정치, 경
제적 불안을 신속하게 수습하는 일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데 분명 책임이 있다. 

26) Heinrich Winkler, Germany: The Long Road West, 1789–1933 (Oxford, 2000), 
p.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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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각 정당의 득표율 추이>27)

 

선거일
1919.
1.19

1920.
6.6

1924.
5.4

1924.
12.7

1928.
5.20

1930.
9.14

1932.
7.31

1932.
11.6

1933.
3.5

투표율
(%)

 83.0 79.2 77.4 78.8 75.6 82.0 84.1 80.6 88.8

KPD -
4

(2.1)
62

(12.6)
45

(9.0)
54

(10.6)
77

(13.1)
89

(14.5)
100

(16.9)
81

(12.3)

USPD
22

(7.6)
83

(17.9)
.

(0.8)
.

(0.3)
.

(0.1)
.

(0.0)
- - -

SPD
165

(37.9)
103

(21.7)
100

(20.5)
131

(26.0)
153

(29.8)
143

(24.5)
133

(21.6)
121

(20.4)
120

(18.3)

DDP
75

(18.6)
39

(8.3)
28

(5.7)
32

(6.3)
25

(4.9)
20

(3.8)
4

(1.0)
2

(1.0)
5

(0.9)

ZENT 91
(19.7)

64
(13.6)

65
(13.4)

69
(13.6)

61
(12.1)

68
(11.8)

75
(12.5)

71
(11.9)

73
(11.2)

BVP
20

(4.2)
16

(3.2)
19

(3.8)
17

(3.1)
19

(3.0)
22

(3.7)
19

(3.4)
19

(2.7)

DVP
19

(4.4)
65

(13.9)
45

(9.2)
51

(10.1)
45

(8.7)
30

(4.7)
7

(1.2)
11

(1.9)
2

(1.1)

DNVP
44

(10.3)
71

(15.1)
95

(19.5)
103

(20.5)
73

(14.2)
41

(7.0)
37

(6.2)
52

(8.9)
52

(8.0)

NSDAP - -
32

(6.5)
14

(3.0)
12

(2.6)
107

(18.3)
230

(37.4)
196

(33.1)
288

(43.9)

기타
7

(1.6)
10

(3.3)
29

(8.6)
29

(7.5)
51

(13.9)
72

(13.8)
11

(2.0)
12

(2.6)
7

(1.6)
총 

의석수
(합계)

423
(100)

459
(100)

472
(100)

493
(100)

491
(100)

577
(100)

608
(100)

584
(100)

647
(100)

<표1: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의 선거의 정당별 의석수 및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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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트레제만 연정 내각은 소극적 저항정책을 종료하고 인플레이션 문제와 반란문
제를 겨우 수습하는데 성공했으나, 공화국의 정치경제적 혼란이 독일 유권자 여
론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까지 막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회 선거 결과
가 여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듬해 1924년 5월 선거의 승
자는 이전까지 득표율이 별볼일 없던 공산당과 나치당이다. 중도성향의 중간계층
이 전통적으로 지지하던 독일 중앙당(Deutsche Zentrumspartei: Zent, 이하 중
앙당), 독일 민주당(Deutsche Demokratische Partei: DDP, 이하 민주당), 독일
인민당(Deutsche Volkspartei:DVP, 이하 인민당)는 크고 작은 지지율 하락을 겪
어야 했다. 오히려 저항정책 중단을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위기 수습에 도움을 주
기는커녕 오히려 사태 수습을 어렵게 한 민족당은 지지율이 19.5%로 대거 상승
했다. 위와 같은 선거결과를 통해 여론의 동향을 짐작컨대, 민족당은 내각 밖에서 
사태를 관망하면서 위기 수습을 방해하여 중도 정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자
신들은 오히려 우경화된 민심을 이용하여 표를 챙겼던 것으로 보인다. 

27) D. Peukert, The Weimar Republic (New York, 1993), p. 209; 자유주의 중도 정
당인 독일민주당(DDP)와 독일인민당(DVP)를 한 범주로, 가톨릭 종교정당의 성격이 강
한 중앙당(ZENT)와 바이에른 인민당(BVP)를 한 범주로 분류. 중도정당의 득표율은 갈
수록 하락하고 있으며, 극좌/극우 정당의 득표율은 20년대 중후반을 거쳐 현저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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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슈트레제만이 입각한 공화국 내각>28)

2. 도즈 안과 로카르노 조약에 대한 반대 
 슈트레제만이 수상직에서 사임한 후, 중앙당 출신의 막스(Wihelm Marx)가 수상
이 되어 중도정당인 인민당, 민주당, 중앙당, 바이에른 인민당(Bayerische 
Volkspartei: BVP)이 연립하는 소수파 내각이 슈트레제만 대연정 내각의 뒤를 이
었다. 막스 내각에서는 도즈안 의회 비준여부가 중요한 문제였다. 사민당부터 인
민당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정당이 도즈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찬성했으나, 이번
에도 민족당은 도즈안에 반대했다. 베르사유 조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민족당

28) Internet Archive Wayback Machine, “Die Weimarer Republik: 1918-33 Kabine
tte von 1919 von 1933,” https://web.archive.org/web/20120305070147/http://w
ww.dhm.de/lemo/html/weimar/verfassung/kabinette/index.html (2020년 11월 2
1일 접속); Wahlen in der Weimarer Republik, “Das Deutsche Reichstagswahlen 
1919-1933“, http://www.gonschior.de/weimar/Deutschland/Uebersicht_RTW.ht
ml(2020년 11월 21일 접속), 해당 자료를 재구성. 

수상 임기 
내각

지속 기간
내각 

참여 정당
의석수 및 

점유율

Gustav
Stresemann

(DVP)

1923.8.13.~
1923.10.3.

109일

SPD,ZENT,
DDP,DVP 270/459

(58.8%)1923.10.6.~
1923.11.23.

SPD,ZENT,
DDP,DVP

Wilhelm
Marx

(ZENT)

1923.11.30.~
1924.5.26.

1년 46일

ZENT,BVP,
DDP,DVP

188/459
(40.9%)

1924.6.3.~
1924.12.15.

ZENT,DDP,DVP
138/472
(29.2%)

Hans
Luther

(-)

1925.1.15.~
1925.12.5

1년 117일

ZENT,BVP,
DDP,DVP,

DNVP

274/493
(55.5%)

1926.1.20.~
1926.5.12.

ZENT,BVP,
DDP,DVP

171/493
(34.6%)

Wilhelm
Marx

(ZENT)

1926.5.17.~
1926.12.17

2년 26일

ZENT,BVP,
DDP,DVP

171/493
(34.6%)

1927.1.29.~
1928.6.12.

ZENT,BVP,
DVP,DNVP

242/493
(49.0%)

Hermann
Mueller
(SPD)

1928.6.28.~
1930.5.27

1년 272일
SPD,ZENT,
BVP,DDP,

DVP

301/491
(61.3%)

http://www.gonschior.de/weimar/Deutschland/Uebersicht_RT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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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도즈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암묵적으로 독일에게 전쟁 책임이 있으며, 따
라서 독일의 전쟁배상금 지불이 정당함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
다.29) 민족당은 도즈안을 ‘제2의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의회
에서 도즈안이 비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투쟁을 벌였다.30) 민족당과 긴밀하
게 연결된 극우단체 “독일애국통일연대(Die Vereinigten Vaterländischen 
Verbände Deutschlands: VVVD)”는 12월 선거로 내각이 교체될 수 있는 상황
에서, 도즈 안이라는 중요한 외교정책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음을 경고하면서, 도
즈안은 배상금 삭감이라는 미끼로 독일을 미국 자본에 예속시키려는 서방국들의 
함정이며 독일 민족의 힘은 오히려 더욱 약해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수
상 막스에게 보내기까지 한다.31) 그러나 민족당을 후원하는 산업가들이 미국차관
을 절실히 원했고 당에 압력을 넣어 상당수 의원들이 도즈안에 찬성표를 던져 도
즈안이 비준될 수 있었다. 
 도즈 안은 통과되었지만 외교문제로 인한 정치적 혼란은 그 다음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막스 내각이 소수파 내각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면서 의회 기반을 재정비
하고자 같은 해 12월에 선거가 다시 한번 시행되었다. 12월 선거에서는 공화국을 
지지하는 중도정당들이 5월 선거에서 잃은 표를 다소 만회한다. 극우정당을 지원
하던 산업가들마저도 도즈안을 찬성하였음을 볼 때, 당시 여론이 도즈안이 상당
히 독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도즈안 비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중도정당들이 득표율을 회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민족당도 표면적으로는 도즈안 비준에 협조했기 때문에 2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이었다. 중도정당들은 민족당의 지지를 얻고 내각에 참여시켜야, 내
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지만, 도즈안으로 불만을 품은 민족당은 내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았다. 이 때문에 막스 수상은 도즈안을 성사시켰음에도 불구
하고, 같은 해 12월에 결국 사임하고 만다. 내각이 무너진 것이다. 슈트레제만 내
각이 몇 개월 못 가서 무너지고, 막스 내각 마저 1년 정도 있다가 무너지고 말자, 
여론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체제 안정성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품기 시작했음은 
당연하다. 심지어 보수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헌법을 개혁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
화하여 정당정치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논의까지 나오기 시작하였다.32) 
이처럼 베르사유 조약의 연장선 상에 있는 여러 외교적 문제들을 서방국과의 타
협 속에 해결하려는 슈트레제만 외교의 기조는 매번 민족당의 극렬한 반대를 불
러일으켜, 공화국 내각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막스 내각이 민족당의 비협조로 인해 과반수 의회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해산된 
후, 루터(Hans Luther)는 정당참여와 비당파적 관료 요소를 적절히 혼합하여 지
난한 협상 끝에 1925년 1월 3개 중도정당과 민족당을 아우르는 연정내각을 출범
시키는데 성공한다. 곧바로 루터는 슈트레제만과 함께 프랑스, 영국과 안전보장조

29) Turner, Stresemann and The Politics, p. 40.
30) Kunkle, German National Peoples Party, p. 55
31) Bundesarchiv, Dok Nr. 179 (Die Kabinette Marx 1,2)
32) Bundesarchiv, Dok Nr. 375 (Die Kabinette Mar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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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협상인 로카르노 조약 협상을 개진한다. 이 때 슈트레제만과 루터 수상은 민
족당의 반대를 예상해 협상을 상당 기간 비밀리에 진행한 후 나중에 공개를 한
다. 민족당은 중대한 외교사안을 막후에서 비밀리로 처리한 것에 분개했고, 프랑
스의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알자스-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넘
겨주고, 라인란트의 완전한 철군을 얻어내지 못했으며, 동부국경 수정에 대해 확
답을 받지 못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33) 민족당은 이러한 조약을 “국가 및 
국민에 대한 포기”라고 명명했다.34) 안전보장협상이 민족당의 심각한 반발을 불
러오자, 루터 수상과 슈트레제만은 협상에서 독일은 단지 전쟁과 폭력적 수단의 
사용을 포기할 뿐, 서부국경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민
족당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급기야, 10월에 민족당은 로카르노 조약을 신
랄하게 비판하면서 각각 내무상, 재무상, 경제상으로 있던 쉴레(Martin Schiele), 
슐리벤(Otto von Schlieben), 노이하우스(Albert Neuhaus)를 내각에서 철수시키
는 데에 이른다. 
 로카르노 조약은 민족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당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되었지만, 각료가 대거 이탈한 루터 내각은 더 이상 정국
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35) 로카르노 조약에 따라 향후 독일의 국
제연맹가입을 논의해야 되는 상황에서, 루터내각은 연정파트너였던 민족당을 잃
었고, 1926년 1월에 출범한 2차 루터 내각은 중앙당, 민주당, 인민당 3개의 소수
파 중도내각이라는 상당히 취약한 기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소수파 
내각 문제는 비단 루터 내각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표2를 살펴보면, 거대 정당인 
사민당과 민족당이 참여하지 않은 내각은 의석 점유율이 50%을 넘지 못할 정도
로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의회민주정 체제인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안정
에 있어서 내각에 대한 의회의 지지와 신임은 필수적이었지만, 소수파 내각이 주
를 이루었고 대연정 내각을 꾸려도 외교문제 등으로 그 내각이 오래가지 못했던 
공화국의 상황은 당시 독일의 정치적 불안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
여준다. 

3. 국제연맹가입에 대한 반대와 폴란드 외교 문제에 대한 불만 
 1926년 1월, 민족당 소속 각료가 대거 내각에서 빠져, 3개 중도정당만으로 구성
된 소수파 루터 2차 내각이 출범했다. 이 내각에서는 로카르노 조약에서 간략하
게 다룬 국제연맹 가입문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민족당은 역시나 
극렬하게 국제연맹가입을 반대했다. 이 때문에 1926년 초에는 2차 루터 내각에게 
불신임투표까지 하였다. 민족당은 회원국의 무력사용을 금하는 연맹규약 16, 17
조를 독일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만 국제연맹가입에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6) 민족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승전국이 베르사유 전범조항을 더 이상 

33) Bundesarchiv, Dok Nr. 55(Die Kabinette Luther 1)
34) Bundesarchiv, Dok Nr. 110(Die Kabinetter Luther 1)
35) Kunkle, German National Peoples Party, p. 167
36) Ibid.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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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게 적용하지 말아야 하며 쾰른 지방에서 영국 군대를 철수하고 연합군의 
라인란트 2,3지대 점령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구했다.37) 민족당은 독일을 연합
국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과격한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국제연맹가입 논의를 무산
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38) 다행히 사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의 적극적
인 협조로 독일은 국제연맹에 무난하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국제연맹가입 이후에 1927년부터는 민족당의 입장이 상당히 온건해지는 
국면으로 전환된다. 그 이유에 대해 컨클은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민족당도 
슈트레제만의 외교가 방법론적으로만 차이가 있을 뿐, 독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는 점에서 자신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자각하였기 때문이다.39) 민족당
이 이러한 방향전환을 하게 만든 중대한 외교적 사건은 국제연맹가입과 같은 해
에 있었던 독-소 간 베를린 조약이었다. 이는 독일이 국제연맹에 가입하고, 서방
국과 독일의 관계가 가까워진 것에 위협을 느낀 소련이 1922년에 체결한 라팔로 
조약을 계승하여, 독일과의 군사적 우호조약을 체결한 것인데, 서방국과의 관계개
선에만 편중되었던 슈트레제만의 외교가 처음으로 동방정책에도 주의를 기울였으
며 동서관계의 대립구도 속에서 독일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족당
은 최초로 슈트레제만의 이러한 외교결정에 적극 찬성하였다. 또한 민족당은 
1924년 12월 선거에서 493석 중 103석이나 획득하였고, 민족당 내부 온건파들은 
이러한 정치권력을 공화국을 반대하는 데만 쓸 것이 아니라, 내각 및 다른 정당
들과 협조하여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당이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
던 상황이었다.40)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27년에는 민족당은 4차 막스 내각에 참
여하기에 이른다. 민족당이 내각에 참여한 것은 1925년 1차 루터내각 이후 처음
이었다. 4차 막스내각은 1927년 1월부터 1928년 6월까지 1년 반 정도 유지되었
는데, 1년을 채우지 못했던 이전 내각의 수명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안정을 누렸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민족당의 이러한 온건한 태도는 오래가지 못한다. 민족당이 
다시 외교정책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선회한 이유에 대해 다른 연구자들이 설득
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슈트레제만이 폴란드와 관련된 
외교문제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41) 더구나 슈트레
제만이 신경을 쓰고 있던 라인란트 2,3지대 철군문제에서도 국제연맹가입 이후에 
별다른 성과가 없이 지난한 협상만 계속되고 있자, 민족당은 더욱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에 다시금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42) 이러한 상황에서 1928년 5월 선거 
결과는 민족당의 비타협적 태도가 다시금 표면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민족당의 
선거전 참패는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이전 선거와 비교해서 득표율은 6.3%p, 의

37) Ibid.
38) Ibid., p. 199
39) Ibid., p. 237
40) Ibid., p. 200
41) Fink, “Stresemann’s Minority Policies,” p. 408
42) Turner, Stresemann and The Politics, 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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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는 무려 30석이나 잃었다. 민족당은 공화국 초기부터 프로이센을 비롯하여 
독일 동부지대에서 압도적인 득표상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1928년에 이르면 
이 지역에서 상당히 득표율이 하락하고 말았다. 민족당 내부에서는 선거참패가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을 비롯하여 내각에 온건한 태도로 협조하였기 때문이라는 
강경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강경파는 폴란드 
문제와 관련해서 슈트레제만의 외교가 소수민족 문제 및 동부국경 수정 문제에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동부지역 유권자들이 불만을 품었고, 민
족당도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반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
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43)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민족당의 당대표는 1926
년부터 2년간 민족당의 온건노선을 지향했던 베스타프(Kuno Graf Von 
Westarp)에서 강경파 후겐베르크(Alfred Hugenberg)로 교체되었고, 이후 민족
당은 다시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과 공화국 체제에 대한 반대 투쟁을 재개하기 
시작하였다.  

4. 영 안(Young Plan) 반대 투쟁과 뮐러 내각의 붕괴
 1928년 6월 사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뮐러 내각이 출범한다. 슈트레제만은 뮐러 
내각에서 배상금과 관련하여 영 안 협상에 착수하였다. 1928년 하반기 독일 경제
는 이미 대공황 이전부터 실업자가 300만명의 육박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따라서 협상을 통해 배상금을 더욱 경감하여 독일 경제에 부담을 더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의회에서 영 안 비준은 쉽지 않았다. 슈트
레제만의 지도력에 계속 불만을 갖고 있던 인민당의 우익 의원들이 영 안 비준에
서 급기야 반대표를 놓겠다고 위협했다.44) 이는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에 대해 
여태껏 민족당이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을 뿐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불만을 가지
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톨릭 정당인 중앙당 역시 공화국 초기에는 
같은 기독교 국가인 프랑스가 독일에게 가혹한 강화조약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
지 못하다(Ungerechtigkeit)는 입장이었다.45) 이미 수년전부터 슈트레제만은 건
강이 매우 심각하게 안 좋아져, 요양을 해야 할 수준이었는데 영 안을 성사시키
기 위해서 의사의 경고를 뒤로하고 베를린에서 영 안 비준을 위한 당내 의원 설
득 등 마지막 작업에 몰두하다가 결국 급성 뇌졸중으로 53세의 나이에 세상을 뜨
고 말았다. 슈트레제만이 당내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영 안은 의회에서 비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의 사태 전개를 살펴보면, 그가 남긴 외교적 유산은 더욱 빠른 속도
로 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가속화했음을 알 수 있다. 영 안에 실린 배상금안
이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우익중심으로 제기되었다. 1928년 선거 이후 급격하

43) Kunkle, German National Peoples Party, p. 290
44) Turner, Stresemann and The Politics, p. 259.
45) M. Martin, The Evolution of Centrist Decision-Making: An Analysis of The 

German Center Party’s Foreign Policy, 1918-1933, (PhD diss., Boston College, 
1996),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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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시 우경화된 민족당은 1929년 후반부터 범국민적이고 대대적인 영 안 반대 
투쟁을 시작한다. 이들의 목표는 파리에서 결정된 영 안이 공화국에서 비준되지 
않도록 하여 협상판을 깨는 것이었고 이를 헌법에 명시된 방법, 즉 국민투표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다. 전국민의 10%의 동의 서명을 받아서 특정 법안을 폐지
해 줄 것을 의회에 청원하고 의회에서 이 요청이 거부되면 국민투표를 시행하여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을 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철폐될 것이었다. 민족
당이 이처럼 극단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한 이유는 강경파 후겐베르크가 당수가 되
고 급격하게 다시 우경화된 민족당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의회와 내각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여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장외투쟁노선으로 전환했기 때문이
다. 민족당은 영 안을 빌미로 민주당, 중앙당, 특히 인민당을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찍으면서 중도층 지지자들을 민족당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취했다.46) 민
족당의 영 안반대투쟁은 단순히 영 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베르사유 
체제를 인정하고 그 틀에서 외교정책을 취해온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이제는 
붕괴시키고 자신들이 꿈꾸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세우기 위한 시도였다. 그런 점
에서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과 민족당 간의 갈등이 공화국의 체제 안정에 불러일
으킨 혼란은 매우 심각한 위기로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47) 
 민족당도 공화국체제를 거부하는 정당이었으나 반대투쟁그룹에는 바이마르 공화
국의 체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히틀러와 나치당도 있었다는 점은 영 안을 둘
러싼 정치적 혼란이 공화국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해석에 타당한 근
거를 제시한다. 공화국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극우세력의 선전선동에 
맞불을 놓으며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여론을 공화국 쪽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을 
했음을 볼 때, 영 안 반대투쟁은 공화국을 부정하는 극우세력이 체제 자체를 부
정하는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48) 영 안 반대투쟁 
진영이 “자유법”이라는 이름으로 영 안의 비준을 반대하고 베르사유조약과 전쟁
책임조항을 폐지하도록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자 정부는 공화주의 존립을 위태하
게 하는 극우세력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국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이전까지 영 안의 비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
던 민주당과 중앙당도 이 사건에 영 안 반대투쟁을 통해 공화국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로 확대되었음을 깨닫자 곧바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
히 하였다. 다행히 국민투표에서 13%에 불과한 반대표가 나와 서방국과의 영 안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뮐러 내각은 극우정당의 반대투쟁을 
막아내느라 힘을 많이 소진했고, 이 때문에 내각을 지지하는 정당들 간 결속력이 
약화되고 실업급여문제 등 다른 문제들로 갈등이 증폭되어 결국 이듬해 무너지고 

46) Jones, Larry Eugene, German Conservatism at The Crossroads: Count Kuno 
von Westarp and The Struggle for Control of the DNVP, 1928–30, 
(Cambridge, 2009), p. 164

47) A.J. Nichols, Weimar and The Rise of Hitler, 오인석 역, 『바이마르 공화국과 히
틀러』 (삼지원, 2002), p. 153.

48) Ibid., p.155.; Kunkle, German National Peoples Party, p.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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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았다. 
 요컨대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은 그 자체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는 성공했
으나, 외교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화국 정국 혼란의 중심에 있었다. 내각은 외
교문제로 인한 정당 간 분쟁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교체를 거
듭했던 것이다. 물론 표2를 살펴보면, 민족당 만큼이나 사민당도 내각 참여에 굉
장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공화국 내각의 혼란을 전적으로 민족당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다. 공화국의 내각이 만성적인 불안정에 시달린 것은 
정당별로 특정한 계급의 이익만 추구하는 당시 독일의 정치 풍토의 영향도 분명
히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문제에서 민족당의 비타협적인 태도가 
내각의 불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민족당이 차지하고 있던 의석
의 규모나 여러 사건들의 전말을 살펴볼 때 부인할 수 없다.  

IV. 중도층 유권자 여론의 이반과 공화국의 붕괴
1.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과 인민당의 지지율 하락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은 외교적인 성과와 별개로 의회
와 내각에서 정당 간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이유로 늘 불안한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공화국을 바라보는 독일 유권자들의 여론은 공화국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긍정적일 수가 없었음은 당연할 것이다. 인민당,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 성향의 중산층 유권자들의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공화국에서 급격
하게 돌아섰다.49) 슈트레제만이 당수로 있었던 인민당의 선거 득표율 추이를 자
세히 살펴보면, 인민당이 얼마나 급속하게 유권자들의 표를 잃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공화국 출범 당시인 1919년 4.4%에서 시작한 인민당은 이듬해 선거에
서 13.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슈트레제만이 수상, 그리고 외무상으로 
내각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9.2%에서 시작하여, 1924년 12월 
선거에서 약간의 반등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계속 인민당은 내리막길을 걸어갔
던 것을 알 수 있다. 
 인민당의 이러한 지지율 하락은 내각의 잦은 교체로 인한 공화국의 정치적 불안
정, 그리고 만성적인 중산층의 경제적 위기로 설명할 수 있지만, 슈트레제만의 외
교정책에 대한 인민당 지지층의 불만으로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인민당을 지
지하는 유권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인민당은 
구제국 시대 민족자유당(Nationalliberale Partei, NLP)의 후신으로, 전통적으로 
지지층이 보수적인 프로테스탄트를 주축으로 한 소상공인, 화이트 칼라 노동자, 
대학교수, 관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50) 이들 지지층은 이미 구제국 시대부터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고, 따라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당의 정신으
로 표방하는 민족자유당을 지지했다. 무엇보다 구제국 시대 독일 프로테스탄트 

49) 강철구, ｢독일민족주의의 역사적 발전과 전망｣, 이화사학연구, 28권 (1994), p. 141
5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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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는 19세기 중엽에 태동한 독일 민족주의에 종교적 당위성을 제공하며 뒷받
침해주고 민족주의가 독일 사회에서 점점 힘을 얻도록 한 사상적 토대로 작동했
다.51) 프로테스탄트와 독일 민족주의는 구제국 시대부터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
어 있었고, 따라서 민족자유당, 그리고 후신인 독일인민당을 지지했던 중간계층 
유권자들은 다분히 전쟁 개시에 동조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독일 민족을 
옥좨는 서방국의 베르사유조약을 부당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52) 특히 폴란드와 관련된 외교문제는 영토 및 소수민족과 관련된 문제라
는 점에서 독일 민족 그 자체와 관련된 문제였던만큼,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
결을 인민당 유권자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슈트레제만이 서방국과 유화정책을 폈을 때 인민당 지지자들은 
그의 외교정책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53) 특히 국제연맹가입 이후로 슈
트레제만이 폴란드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인민당 지지자를 
비롯한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 여론이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에 대해 심각한 회
의를 품기 시작하였다.54) 더구나 슈트레제만이 폴란드 문제를 포기하면서까지 신
경썼던 라인란트 철군문제도 1920년대 중후반 내내 별다른 성과가 없지 지지부진
하자,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슈트레제만이 국제연맹가입 이후 줄곧 국제연맹이 
폴란드 내 독일소수집단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는 것에 대해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1928년 말에 폴란드 외무장관 잘레스키와의 회담에서 책상을 주
먹으로 내려치면서 폴란드 문제 처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은 폴란드 문
제 때문에 악화된 국내 여론을 진정시켜보려는 정치적인 행동이었다.55) 이러한 
상황에서 인민당은 같은 해 5월 선거에서 4년전 선거보다 1.4%p 하락한 8.7% 
득표율에 그쳤다. 그 뒤로 있었던 슈트레제만의 이와 같은 과격한 행동은, 인민당 
내부에서 선거의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을 들고 있었음을 
논증한다고 볼 수 있다. 
 
2. 중도 유권자들의 나치당으로의 이반
  더욱 큰 문제는 과거 인민당을 지지했던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제는 대거 
나치당으로 표를 던졌다는 사실이었다. 1930년부터 투표를 통해 나치당에 급격하
게 힘을 실어준 유권자들은 프로테스탄트, 화이트칼라 및 소상공인, 보수적 성향
의 전문직업인, 관료를 아우르는 중간계층인데, 이들의 사회경제적인 특징은 인민

51) 김희영, ｢19세기말 독일 프로테스탄트의 반(反)카톨릭 ‘문화투쟁’｣, 대구사학 120권 
(2015), p.478

52) 박상욱, ｢1차대전 시기 독일의 ‘1914년의 이념들에 나타나는 역사 해석과 정체성｣, 
코기토 91권 (2020), p. 166

53) T. Juergen, A Perfidious Distortion of History: The Versailles Peace Treaty 
and The Success of The Nazis (London, 2017), p. 175.

54) Von Riekhoff H., Revisionism Versus Reconciliation: Germany’s Poland Policy 
During The Period Of The Weimar Republic,” (PhD diss., Yale university, 
1965), p. 406.

55) Ulf Thoene, “Weimar Germany’s Foreign Policy,”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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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지지층의 특징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56) 
 과거 인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대거 나치당으로 지지의사를 바꾼 이유는 
대공황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기존의 정당들과 대비되는 나치당의 비전 때
문이었다. 인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독일 민족의 이익을 위한 외교정책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베르사유 조약 이행에 대한 단호한 거부와 
폴란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하는 나치당에 호응했던 것이다. 또한 
슈트레제만의 인민당은 대공황 때문에 삶의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별다른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나, 나치당의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구원자‘로서 지금의 경제, 정치적 위기를 모두 해결하고 다시 독일을 위
대하게 만들 것을 약속하였기에, 대공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던 유권자들에게 
히틀러가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음은 말할 것도 없다.57) 
 결국 1929년 뮐러내각이 붕괴하면서 공화국의 헌정적 질서가 붕괴되고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 유지되는 중앙당 중심의 대통령 내각이 공화국의 생명을 간신히 연
장해가던 중, 30년대 초 몇 번의 선거를 통해 43%에 이르는 표를 얻은 히틀러의 
나치당은 마침내 1933년 수권법을 통해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제3제국
을 세운다. 슈트레제만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온건한 외교정책을 통해 서방국으로
부터 상당한 외교적 양보를 얻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공화국이 체제를 안정적
으로 유지하고 독일이 다시 패전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고 보았
다. 하지만 당시 독일 사회의 상당수 여론은 기본적으로 서방국과 타협하자는 슈
트레제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는 내각과 의회, 그리고 선거라는 정치
공간에서 심각한 정치적 혼란, 그리고 공화국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이어졌다. 패
전국이라는 심각한 제약조건 하에서 그의 외교정책이 한계에 봉착하자, 이러한 
반대는 더욱 거세졌고 아이러니하게도 독일과 유럽에 평화를 가져다주려고 했던 
그의 외교정책이 오히려 공화국 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 그리고 그의 외교정책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내정치, 특히 내각과 의회, 그리고 선거와 유권자들의 여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슈트레제만은 서방국과의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독일에 부
과된 베르사유 조약의 가혹한 요구조건들을 서서히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1924년부터 외무상으로 5년간 내각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타협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여 배상금 문제와 라인란트 문제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의 외교정책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내각과 의회에는 의도와 다르게 심
각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극우정당 민족당은 베르사유 조약의 이행 자체를 극렬

56) Bracher, Die Auflosung der Weimarer Republik,, p.207; 강철구,  ｢독일민족주의
의 역사적 발전과 전망｣, p. 142

5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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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에 사사건건 슈트레제만과 공화국 내각이 추진하고자 하는 
외교정책에 반대했다. 이 때문에 의회에서 해당 정책이 비준되는데 상당한 어려
움이 생기거나, 내각이 불안정해져 교체가 잦아지는 등 공화국의 정치적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슈트레제만이 당수로 있었던 인민당의 지지유권자들 역시 민
족주의적 성향이 다분했고, 그의 외교정책이 특히 폴란드 문제에서 별다른 성과
를 내지 못하자 급격하게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하였다. 대공황이 독일경제를 강
타하면서 이들은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표방하며 경제위기를 타
계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나치당에 대거 투표한다. 
 물론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이 공화국 붕괴를 초래한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는 없으며, 그의 외교정책을 결과론적으로 평가절하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의 외
교정책은 앞서 언급했듯이 패전국이라는 제약조건 하에서 독일이 서방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얻어내는데 성공했고, 이는 그가 중부유럽에 위치한 
독일의 지정학적 위치, 독일 경제가 서방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인식하고, 십분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교 성과는 1920년대 중후반 공화국
이 잠시나마 상당한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그의 
외교정책이 공화국을 무너뜨렸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공격적인 민족주의를 
단념하지 않은 독일 사회의 극우세력이야말로 공화국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 
장본인이다. 그의 외교정책에 대한 민족당 등 극우세력의 격렬한 반대가 공화국
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중도성향의 여론까지 공화국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다만 본고는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이라는 주제를 통해, 당시 독일 사회
의 여론이 얼마나 호전적인 민족주의와 극우적 사상에 경도되어 있었으며 바이마
르 공화국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이려고 시도한 것이다. 
 본고가 외교정책과 국내정치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내각에 초점을 맞추고 의
회에서 있었던 논쟁을 상세히 다루지 못했던 것이나, 인민당 지지층을 중간계층
과 엄밀히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을 그 자체로서만 평가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다르게, 국내
정치와의 연관성 속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의 취약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
지를 보여주면서 독일사회의 호전적 민족주의가 공화국의 토대를 갉아먹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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