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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제의 이해
후발선진국 세계를 바꾸다

임 종 화

개요 및 목차

• 길드와 기업 : 독일 제조업의 틀을 만들다
• 영국의 산업혁명과 독일의 산업혁명
• 세계대전과 독일의 도전 : 식민지 시장과 독일
• 독일의 부활 : 냉전(Cold War)과 라인강의 기적
• 21세기의 독일 : 유럽연합과 유로화

후발선진국이란?

식민지 경영과 시장확보

• 영 국 (식민지경영 시절)

• 프랑스 (식민지경영 시절)

• 미 국 (세계대전 이전과 후)

산업혁명 이후와 19세기

• 독 일
• 일 본

# 중앙정부의 유무
(Central Government)

개인별 자산순위 (2018. 기준)

제프 베조스 (1,120억 달러 : 120조 5천억원)

• 아마존 : 미국

• 전자상거래+디지털 컨텐츠+주식투자

빌 게이츠 (900억 달러 : 96조 8천억원)

• 마이크로소프트 : 미국

• 소프트웨어 + 주식투자

워렌 버핏 (840억 달러 : 90조 3천억원)

• 버크셔 헤더웨이 : 미국

• 금융자본 + 주식투자

개인별 자산순위 (2018. 기준)

베르나르 아르노 (720억 달러 : 77조 4,600억원)

• LVMH : 프랑스

• 패션상품 및 주류 + 주식투자

마크 주커버그 (710억 달러 : 76조 4천억원)

• 아마존 : 미국

• 소셜 네트워크+ 주식투자

아만시오 오르테가 (700억 달러 : 75조 3천억원)

• 버크셔 헤더웨이 : 미국

• 의류제조(ZARA) + 주식투자

역사상 최대부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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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만사무사?

• 14세기 말리 왕국(1235~1670)

• 추정자산 : 4천억 달러
• 종 교 : 이슬람
• Celebrity net Worth 통계

Mansa Musa

2005, 2010, 2012, 2017 
Major Media

역사상 최고부호 1위

영토를 통한 부의 획득

• 칭기스칸의 손자
• 원나라의 황제
• 몽골제국 5대칸

국가 : 몽골제국

쿠빌라이칸 (1215~1294)

원나라의 교초[交鈔](화폐)

•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
Eurasia 무역에 유통

• 당시 중국-만주-유라시아 –
러시아-동유럽- 북아프리카-
일부 서유럽 에서 까지 통용

• 차후 명나라에서도 사용

제국의 조건

1. 완벽한 군사적 패권
2. 다른 문명(국가)보다 월등한 경제규모
3. 이질적 구성원에게까지 미치는 지배력
4. 방대한 영토를 바탕으로 한 인적자원
5. 영토에 버금가는 소비시장
6. 제국의 인증을 받은 공통화폐
7. 보편성을 인정받는 문화적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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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패권국

군사력 경제규모 지배력 인적자원 소비시장 공통화폐 문화력

몽 골
(13세기~15세기)

영 국
(19세기~20세기

중반)

미 국
(2차 세계대전
이후~        )

차가타이 칸국

일칸국

킵차크칸국

교초를 통한 공통화폐의 유통

모든 문명은 패권국과 통상을
하고 싶어한다

역사상 최고부호 2위

자원을 통한 부의획득
• 스텐더드 오일의 창업자

(현재 엑손-모빌)

국가 : 미국

J.D 록펠러 (1839~1937)

부의 원천은 무엇인가?

어떻게 창출이 되는가?

영토(제국)의 규모

• 1위 대영제국
• 2위 몽골제국
• 3위 러시아 제국
• 4위 스페인 제국
• 5위 대청제국
• 6위 아랍제국 (압바스왕조)
• 7위 프랑스 제국
• 8위 일본제국

• 9위…..
•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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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상업(통상을 통한 부)

• 영토확보 (쿠빌라이칸)

• 자원의 독점 (데이비드 록펠러)

• 2가지를 기본으로 상업의 전개와 무역의 독점
패권국도 모든 문명과 통상을

하고 싶어한다

전 쟁

팍스 앵글리카(Britanica)

팍스 몽골리카

Pax = 국제질서

대영제국 (18~20세기)
• 56개국의 식민지

• 무역질서를 통한 세계화

• 달러 이전의 기축통화

• 현대에도 지속되는 식민지
경제구조의 영향

• 공식적인 상임이사국

몽골제국 (13~16세기)
•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

확보한 경제-정치적 영역

•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한
국제질서

• 화폐를 통한 무역균형

동인도회사
(East India Company)

동인도회사 : 

- 아시아 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계 상사들의 통칭

- 국영회사(절대왕정)와 특허회사(민간주도)로 구분

- 국가(Nation States)의 성분에 따라 각기 달라짐

# 핵심 : 무역을 통한 부의 획득

중세의 끝(?) : 근대의 시작(?)

경제사적 관점

• 17~18세기
• 지리상의 발견
•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인문-정치사적 관점

• 16세기
• 지리혁명의 변화
• 대항해 시대
• 루터의 종교개혁
• 이탈리아의 경제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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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중세의 핵심변화

1. 르네상스 : 문예부흥 (봉건중세의 극복)

2. 지리혁명 : 대항해 시대

3. 절대왕정 : 분봉체제의 쇠퇴

4. 종교개혁 : 개신교의 등장

5. 과학혁명 : 자연과학이 가져온 경제발전

6. 중상주의 : 절대왕정의 시장(不)개입

7. 시민혁명 : 부르주아 계급의 경제주도

르 네 상 스 ?

성서적 세계관에서

자연과학적 세계관으로 문화적 업적에 깔린
폭발적인 경제성장

흔들리는 봉건질서

• 십자군원정 실패로 인한 교황권의 쇠락
• 기사(Knights)의 군사적 유용성이 줄어듦
• 흑사병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 ¼사망

• 동방무역의 침체기

르네상스

• 문화상품에 나타난 인간성의 재발견

• 합리적 사유에 기초한 이성의 중시

• 이탈리아를 거점으로 유럽으로 확대

• 중세후기를 통칭하는 “고유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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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변화

문화-예술적 성과

# 미켈란 젤로, 라파엘로
- 회화-조각-건축의 발전

- 인체균형에 관한 인식전환

자연과학적 성과

# 레오나르도 다빈치
- 천문학과 지리학

- 당시 과학자들의 설계도에
나타난 원리와 균형에 관한
관심이 문화상품으로 확대

1차 : 산 업 혁 명
18세기 중반

절대왕정

관료제

왕권신수중상주의

상비군

절대왕정 : 긴장관계

잔존해 있는 봉건영주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 
1688년

제임스 2세

재위기간 (1685~1688년)

# 확고한 도덕적 관념
# 측근정치의 전형적 인물
# 상비육군 양성을 계획
# 임기기간 명예혁명 발생
# 종교적 엄격함과 관용
# 프랑스로 망명

# 카톨릭 중심의 국정운영
# 태양왕 루이 14세의 경제철학
# 영국은 전통적으로 反카톨릭

윌리엄 3세

재위기간 (1689~1702년)

# 네덜란드 출신 “오라녜”공
# 모친이 영국의 메리 공주
# 명예혁명을 통해 즉위
# 의회를 통해 즉위한 국왕
# 영국의 입헌체제를 구축

#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대표적 인물

# 루이 14세를 견제
# 카톨릭 교도는 국왕 금지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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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변화

제임스 2세(1644~1701)

• 절대주의
• 카톨릭 (구교)
• 농업중심의 경제관
• 교회-의회 유착관계 반대
• 강력한 관료국가 추구

윌리엄 3세(1650~1702)

• 입헌주의
• 청교도 (신교)
• 제조업 중심의 경제관
• 교회-의회 중심 정치세력
• 중상주의에 입각, 해외시장의

필요성을 강조

1차 : 산 업 혁 명
1760~1820

발생의 요인 (영국의 사례)

수요적 요인

• 농업생산력의 증가
• 명예혁명
• 중상주의의 확산

공급적 요인

• 인구증가와 노동력 확보
• 왕실의 개입을 약화
• 식민지개척 : 원료공급

중상주의 국가(왕조)형태

중앙집권적

• 대외무역에 따른 귀금속
재화가 막대하게 유입

• 화폐를 중심이 된 개방적
교환경제

지방분권적

• 절대왕정 및 중앙정부 기능
정착이 늦어진 국가들

• 대표적인 국가 : 독일

•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etc

중상주의의 성격

• 18세기 말에 정립된 이론
• 국부의 증진은 해외시장 개척
• 금과 은에서 화폐경제로의 회귀
• 정부의 적극적 개입
• 군사력의 극대화

군사제도의 획기적 변화

• 효과적인 대포의 개발
• 흙을 위주로 한 축성술 (18세기 이전까지)
• 절대왕권에 의해 길러진 상비군제도
• 상비군을 관리할 관료집단(Bureaucracy)

# 병농분리(兵農分離)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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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성기 : 18세기~20세기초

• 15세기말~ : 동서교역 (이슬람, 이탈리아)
• 16세기중반 : 스페인과 포르투갈
• 17세기말~  : 청나라, 오스만터키 영국과 프랑스

# 산업혁명을 촉발 시킨 것이 원인

# 식민지를 통한 부의 창출(?)

1차 산업혁명의 주요내용

증기기관(Steam Engine)
• 제임스 와트의 증기압축

원리를 배경으로 공업생
산력의 확산

• 방직분야 생산에도 주요
한 기술원천

• 차후 증기기관차로 발전
하는 전문적 기술

섬유공업의 거대화
• 면직물 생산을 중심으로

확대된 해외 통상의 증가

• 인도무역을 거점으로 영국
국내 생산시설의 필요성

• 대량생산의 필요성을 가져
온 대표적인 산업

왜? 영국에서

• 군주의 간섭을 견제하고 지주 및 상공업 세력
사이에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냄

• 인클로저 경향의 확산으로 노퍽(Norfolk)식
경작으로 인해 생겨난 농촌 근로자들의 잉여
인력이 도시로 공급

• 이윤 활동을 합리화 하는 프로테스탄티즘과
경제적 개인주의가 확산

면직공업 발달배경

1. 인도와의 무역으로 인한 교역의 증대
2. 교역규모에 따른 소비재 가격의 하락
3. 산업기반 팽창에 따른 국민 소득의 증대
4. 고가의 복식을 요구하는 소비계층의 등장

섬유공업이 왜 중요했을까?

• 공장제도(Factory System)보급의 필요성이
섬유공업을 바탕으로 생겨남

• 섬유공업을 넘어, 모직물과 모든 산업에 걸쳐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의 확대유무

• 기반시설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

• 확산된 농촌 잉여인력을 도시생산 인력으로
변화시킴 (정치적 계산)

대량생산용
방직기술

운하건설에 필요한
노동인력

해외진줄 지역에
국내인력을 공급

대외 통상무역의
폭발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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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드(Guild)의
감독관

산업혁명의 아이러니

길드에 자유로운
농촌지역 장인(匠人) 도시의 길드(Guild)생산자들

• 길드조합원들의 카르텔

• 길드와 교회의 유착관계

• 규제를 통한 독점권

• 규제와 독점권으로 신분
상승이 차단된, 직인(職人)
및 장인(匠人)

• 농촌지역의 저가 노동력

• 공산품에 대한 국내수요
증가를 필두로 발달

초기 공업화는
도시가 아닌 농촌

재산권은
Property Rights 

are

인권이다
Human Rights

산업혁명은
재산권의 확립이다

1980년대
공화당 선거포스터

토머스 뉴커먼

존 케이
산업혁명(1차) 이전 영국의 과학기술

토머스 뉴커먼 (Thomas Newcomen)

• 1707년 증기기관을 와트보다 앞서 발명

• 지방 소도시 방앗간에 국한, 차후 증기기관으로 발전

존 케이 (John Kay)

• 방직시설 (Textile Manufacturing) 개발 1733년

• 금속바디 (Metal Reed)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과 성공을 반복했던

계몽주의시대 프랑스 과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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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와트(James Watt)

기계공학자 및 측량기사

• 증기기관(Steam Engine)
• 인쇄용 잉크
• 증기기관+응축기의 원리
• 운하(Carnal)와 항만 건설에

필요한 제도설계
•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 후에

거의 모든 산업이 요구하는
기계화 작업이 가능해짐

생몰년도 1736~1819

볼턴-와트 회사를 설립

버밍엄에 공장을 설립

• 증기기관 작동에 필요한 개폐
실린더를 개발

• 기술 특허를 인증 받기 위해
와트를 전폭적으로 지원

• 당시 영국은 특허권의 여부를
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우선적 허용

메튜 볼턴 (Matthew Boulton)

1769년, 
영국특허 913호

Steam Engines

•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에 관한
특허권……

• 증기기관(Steam Engines)으로
운용되는 기계 및 생산시설은..
해당 관청 및……..생산자….

• 제도상의…특허권을 부여한다

• 해당 특허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판매, 양도 할
권한을 부여…….

산업혁명에서 잊혀진 강국

독 일

오토 폰 게리케
(Otto von Guericke)

증기엔진을 17세기에 발명
• 1654년 진공의 힘을 이용

가스 벨브의 공기압축을
통해 증기원리를 개발

• 열에 의해 수증기로 진화
되는 탄성의 원리를 개발

• 증기엔진의 원리를 생산
증대에 적용한 건 와트

생몰년도 : 1602~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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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연 대 1780년 이후 1870년 이후 1970년 이후 2015년 이후

특 징 증기기관과 기계화 대량생산과 자동화
정보기술(IT)과

산업의 결합

로봇, 인공지능을

통한 사물인터넷

기술 및 자원
증기기관, 방직기,

금속가공술

전기, 화학, 

연소기관

정보통신, 신소재, 

바이오 테크놀로지
ICT와 제조업 융합

혁신분야 증기의 동력화 전력, 노동분업 전자기기 ICT 제조

생산방식 기계에 의한 생산
대랑생산 컨베이어

벨트
공장기계 자동화

로봇, 시뮬레이션에

의한 자동생산

주요 에너지 석탄
석탄, 석유, 

핵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천연 에너지

교통과 통신 철도, 전신
자동차, 항공기, 

라디오

고속철, 인터넷, 

무선통신
우주 · 항공산업

소통수단 책, 신문 전화, TV 인터넷 SNS 사물 인터넷

주도 국가 영국, 독일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독일

자유주의 간략 비교

영국식 자유주의
• 시장의 법칙, 자유방임

• 개인의 능률을 존중하는
기본이념 (엘리티즘)

• 해외통상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연적 현상

• 19세기 초반부터 서유럽
전체에 영향을 끼침

독일식 자유주의
• 가족, 동료, 사회, 국가 및

생산자 중심의 임금구조

• 중세길드적 요소를 가장
최근까지 지닌 경제모델

• 길드적 독점구조를 통해
질적인 생산을 극대화

• 막스 베버의 경우 유럽의
청교도적 소명의식에서
사회-심리적 근원을 찾음

1870년 보불전쟁
(Franco-Prussian War)

포로로 잡힌 나폴레옹 3세와
비스마르크

나폴레옹 3세

비스마르크

식민지 개척의 목적(?)

1. 천연자원의 확보 (차, 향신료, 금, etc,,,,,)

2. 확보된 자원과 인력으로 동맹국들과 거래
3. 거래를 통한 부의 창출
4. 영토를 확보함으로 경쟁국가들을 견제
5.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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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혁명

(정치적 안정)

인클로저 운동

(공장의 노동력증가)

천연자원의 활용

(철, 석탄 : 국내)

운하, 도로 건설

(교통의 발달)

상품의 판매처

(식민지 시장)

높아진 빈부 격차

- 확대된 경제규모

- 산업자본의 증가

1차 산업혁명2차 산업혁명

윌리엄 번스타인
(William Bernstein)

국가가 부(富)를
창출하는 4가지 요소

• 재산권 (Property Rights)
• 과학적 합리주의 (Scientific Rationalism)
• 자본시장 (Capital Markets)
• 효율적 운송수단 (Transportation)

독일의 기술력과 제국주의

해외시장의 부재
•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과 같은 선진열강들
의 무역지역의 독점

• 뒤늦게 국가통합을 이룬
독일 이라는 국가(제국)의
정체성

• 전쟁을 통한 국가정체성의
확립 (세계대전의 전조현상)

독일 제국
• 전쟁의 필요성이 대두된

당시 독일의 사회분위기

• 폭발적인 공업생산력과
제품 판매처의 부재

• 공업생산력과 기술력에
따른 군사력의 팽창

• 전통적으로 전쟁 및 동원
체제에 익숙한 독일사회

아메리카 지역 (현재기준)

공식적인 식민지

• 미국 (동부지역)
• 멕시코 (북부)
• 캐나다
• 알래스카

영국식민지 : 중동-중앙아시아국가 (현재기준)

공식적인 식민지

• 인도
•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
• 네팔
• 스리랑카
• 아프가니스탄
• 이스라엘
• 이라크
• 쿠웨이트
• 카타르

• 바레인
• 말레이시아
• 아랍에미리트(UAE)
• 이집트
• 리비아
• 요르단



열림사회포럼 여름강좌 2018-07-11

13

영국식민지 : 아시아

• 버 마
• 홍 콩
• 싱가폴

영국식민지 : 아프리카-기타지역 (현재기준)

공식적인 식민지

• 아일랜드
• 호주
• 뉴질랜드
• 남아프리카 공화국
• 가나
• 우간다
• 케냐
• 탄자니아
• 짐바브웨
• 시에라리온
• 자메이카
• 파푸아 뉴기니
• 그레나다

• 소말리아
• 나이지리아
• 수단
• 보츠와나
• 키프러스 (지중해유럽)

Continue
내정간섭을 통한 반식민지

• 이 란
• 사우디 아라비아
• 예 멘

프랑스식민지 : 중동-아프리카

년도 : 독립일
• 레바논 (1941년)
• 시리아 (1936년)
• 알제리 (1962년)
• 모로코 (1956년)

아프리카
• 콩고공화국 (1960년)

• 벨기에 식민지 : 콩고민주 공화국
혼동 하지 말 것

프랑스식민지 : 아시아 지역

아시아지역
• 베트남 (1955년)
• 라오스 (1949년)
• 캄보디아 (1953년)

합병 과정
• 2차 아편전쟁 이후

영국과 연합하여 복속시킴

영국-프랑스의 지나친 영향력

• 당시 식민지 영토의 ¾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의
직-간접적인 영향

• 20세기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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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세계대전 (1910~1914년)

유럽전선

• 독일의 부상과 영국, 프랑스의 국제적 위치변화
• 4년의 전쟁 기간 중 2천 만명 사망 (유럽기준)
• 전쟁형태의 변화 (참호전, 생화학전, etc,,,,,,,)
• 1917년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 간신히 독일에 승리

독 일 : 패전으로 인해 인플레와 경제공황
미 국 : 1928년 경제공황

컬러복원

2차 세계대전 (1939~1945년)
유럽전선

• 1920년대부터 극심한 인플레
• 1933년 독일 : 국가사회주의(Nazi)당 집권
• 1939년 폴란드 침공으로 인해 전쟁 발발
• 1940년 영국을 제외한 전 유럽을 독일이 접수
• 1941년 독일의 소련(러시아)침공

패권의 변화 : 냉전의 시작

유럽에서 미국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열강

영국과 프랑스
• 식민지 반환

• U.N 상임이사국 지위

• 반환 과정에서의 내전

• 중동문제에 적극 개입

• 다양한 국내문제

독일과 일본
• 전범국 지위

• 냉전으로 오히려 경제발전

• 독일의 경우 라인 자본주의
(Rhine Capitalism)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라인 자본주의 (Rhine Capitalism)

• 정부의 개입이 약화시키고 “카르텔”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세계대전 이후 독일식 경제
구조 (프랑스, 네덜란드 및 유럽연합 국가들)

• 은행들이 자본 제공에 직접 참여하여, 안정적인
자본조달이 이루어 지고, 생산자 중심의 노사관
계를 통한 제조업 중심의 장기성장에 목표를 둔
발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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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원리 이론의 자유주의
사상가들

• 발터 오이켄, Walter Eucken (독일)
• 빌헬름 뢰프케, Wilhelm Ropke (독일)
• 맨슈어 올슨, Mancur Olson (미국)
• 레너드 홉하우스, Leonard Hobhouse (영국)
• 칼 폴라니 Karl Paul Polanyi (오스트리아)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의
독일식 자유주의 사상

앵글로색슨 모델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사적소유 책 임

계약의 자유 열린시장

건전한 통화

법질서가 뒷받침 될 때
가능한 자유와 정책

인간이 정형화된 질서 속에서 살수 있는 한
집단으로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선회가 가능하다

대륙형 모델이 평가한,
혹은 평가했을 대처리즘

금융산업과 제조업

영국-미국 기업들의 특징
• 자본시장에서 자본조달

• 재무적 성과에 따라 운영
되는 주식시장의 영향을
받는 구조

독일기업들의 특징
• 은행(상업-중앙)을 통한

자본조달

• 은행과 장기적 이해관계
형성을 통해 투자 및 사업
을 추진

독일이 유럽연합을
통한, 경제통합을
적극 지지한 이유

유럽연합과
기축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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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최상임기구

• E.M.U (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Monetary Union)…?
• E.S.C.B (유럽중앙은행)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 그 밖에 15개의 지역공동체……?

No~~!!!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1950년 비준모습 Contents

• 1950년 한국전쟁 기간 중
황급히 창설

• 자원의 공동관리를 위한
조약을 비준

조약국
(프랑스, 서독,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

자원 공동관리의 의미

1. 전쟁을 할 수 있는 자원을 통제
2. 에너지 분야에서 사실상의 “계획경제”
3. 냉전시기 소련(러시아)을 압박하는 전략

가능성 0%의 구성원간 전쟁위협

유 로 존(Euro Zone)

•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러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브루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2013.08월)
리투아니아(2014.07월)

서-남유럽 19개국 (3억 3천만명)

Their Position

상위 5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이사국 지위

벨기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룩셈브루크

나머지,,,,,,,,,,,,,,

그리스, 키프러스, 에스토니아,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etc

신 용 하 락

산유국 유로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