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헬륨시대 독일의 제국주의*
정상수(서옳대 지역종합연구소)

1.

사회제국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

독일 근현대사에 었어서 중요한 파제 중외 하나가 독일 제국주의의 특
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주변 인접 지역으로의 앵창 정책으로 대변되는 러
시아의 제국주의나 원료공급지와 상품시장 개척율 목적으로 식민지 확대
에 주력했던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제객 제국주의와 달리 독일 제국주의

는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 독일온 1 차 세계대전 이천까지 전체 해외투
자의 2% 만을 자국 식민지에 투자했다는 사실융 고려해 본다면1) 독일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식민지 획득올 추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복잡한 독일 제국주의훌 하나의 모델로 분석하려 했던 역사학
자가 멜러 Wehler였다.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역사학자인 케어

Kehr의 내정우위 Primat

der Innenpolitik에 입각한 연구방법론을 이용해서

케어가 셜명하지 못한 비스마르크에 의한 18잃잉5년의 식민정책율 규명하
려 하였다.2) 나아가서 벌헬름 제국에서의 대표적인 제국주의적 외교정책
인 “세계정책 W리뼈Htik" 역시 이러한 내정우위의 가셀에 입각해서 셀명
하였다.3) 벨러의 사회제국주의 Sozi려im뼈외ismus는 이러한 내정우위와

부정적 통합

negative

Integration에 의한 결집갱책 Sammlungsp이itik에 의해

서 특정 지워진다. 밸러에 따르면 독일은 외정척인 근거에서 식민정책이
나 “세계정책”율 추구한 것이 아나라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전환시키기

*

이 논문온 1996년 10월 31 얼 서율대 혹월학연구소에서 발표한 강연 원고톨 약간 수
정， 보완한 것임.
1) 1912년에 독일 수입외 0.4%, 수훌의 0.5%가 자신의 식민지 지역융 상대로 행하여졌

다. (Karl Erich Bom, Wiπschafts- und sozi허geschichte des Deutschen
Kaiserreichs 1817.η 1-1 014， Stuttg하t 1앉훌， S. 149.)
2) Hans-UJrich W하11er， Bismarck und der Imperia1ismus, Frankfurt 1앉셋5.
3) Hans-UJrich Wehler, Das Deutsche Kai쨌sreich 1힘1-1 918， Göttingen 1쨌， S.
1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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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이러한 제국주의척 정책올 추진한 것이었다. 철국 이러한 독일의
제국주의 정책은 1914년 7월 위기에서 “앞으로의 도피

Flucht nach

vom"률

하게 되어서 전쟁율 하나의 돌파구로 생각했다는 것이다.4) 그러나 내정척

어려움을 외부로 전환시킨다는 벨러의 사회제국주의 이론온 당시의 중요
한 사실적

예외를

지니고

있다.

læ3년

왜

프랑스는

파쇼다

위기

Faschoda-Krise에서 영국과 천쟁을 감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구체객인 의
문이 제기된다. 당시 프랑스는 내적으로 드레꿔스

Dreyfus

대위 사건과 파

나마 운하 사건으로 어려옴에 직면하고 있었다. 밸러의 사회제국주의 이
론에 따른다면 프랑스는 1898년 영국과 전쟁올 함으로서 내정적인 위기훌

외부로 전환시켜야 하였올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영국에 대해서 굴욕
척인 외교적 패배를 감수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정을 고려해 본다면 전쟁

과 평화롤 결정하는 데는 주변의 내정적， 즉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들도
중요하지만 정책 결정자률의 개별적인 판단이 우선하였다는 사실을 도외
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870/71 년의 통일온 단지 외형척인 통일에 불과하였다. 문화척， 지역척
차이와 계충간의 갈둥은 계속적으로 내척 분열올 가져왔다. 이러한 각양

각색의 독일외 내척 통합울 이루기 위해서 독일 지도충은 억압， 탄압 그
리고 여론 조작율 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민간의 확
합은 정상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통합이 아니라， 위로부터 조작된
부정적 통합이었다는 것이다. 사회제국주의 이론의 중요한 천제는 1870년

이래 독일 정부와 정치적 앨리트 집단의 기득권 유지률 위한 가장 커다란
적은 사회 민주주의자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스마르크의 실제의 적은

당시 노동자 중심의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자유주의자였고， 벨러가
주장하는 것처럽 당시의 불황율 타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황태자 프

리드리히 벌헬륨올 중심으로 한 독일 자유주의자들이 영국 자유주의자들
과의 결합을 막기 위해서 반영정책의 일환으로서 1883/ffi년 식민정책율
추진했던 것이다.5)

밸러는 사회제국주의 이론율 비스마르크 이후， 축 l뻐년 이후의 독일

, S. 192.

4)

EI쳐

5)

Pa비 Kenn어y，

I 잊혐，

S. 17Of.

The

Hise

of the Anglo-German Antagonism

1없)-1914， μ>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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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적용시켰다. 그는 1얹1:Jf.17년의 세계정책의 시작을 당시의 국재판계에
서가 아닌 독일 산업발전의 해외진출이라는 내정적 요소에서 찾옴으로서

벌헬름 제국에서의 외교정책의 독립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역사학자나 정
치학자뽕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가들에 의해서도 뼈년 이상 유효한

이론으로 간주되어져 온 “세력끌형”에 입각한 외교정책의 독자객인 역할
올 사회제국주의 이론올 대체시킬 수는 없다.6) 1때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 역사화 New History"과 프랑스의 아날 Annales 학파의 영향으로 독

일에서는 사회사 Sozialgeschichte라는 새로이 역사률 따악하는 관첨을 형
성해서 기존의 실증주의적인 전통 사학을 붕괴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지만
1970년대 이래로 새로운 교조주의 Neue Orthodoxie를 형성하였다.7) 독일외
사회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판의 서구적인 변형에 불과한 것이었고

1960년대 후반에 사회척 분위기에 따라서 역사학계에서 일시척으로 주도
적인 역할올 하였다.8)

독일 제국주의는 단순히 한가지 모텔에 의해서 셜명되어질 수 있는 성
질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뒤늦게 참여
한 후발주자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올 내포하고 있

다. 독일 제국주의는 최소한 세 가지 형태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관제제국
주의 der gouvemmentale Imperialismus, 간접적 경제제국주의 der indirekte

ökonomische Imperialismus, 급진적

민족주의적

제국주의

der radikale

nationalistische Imperialismus가 그것이다.9) 이들은 정부， 기업과 은행， 대중
단체에 의해서 주도되면서 외교정책， 해외 투자와 무역， 여론 형성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올 형성하면서 상호 협조체제이기도 하였지만 갈둥판계 속

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6)

‘

OttoPf\anze, Bismarcks Herrschaftstechnil als Problem d하 gegenw하tigen
Histori<쟁ra때lie， in: Historische Zeitschrift 잃4098'2)， S. 맑4

7) 1970년대 초 크돼야그는 사회사의 영향으로 정치사가 퇴조된 역사학의 영향융 비판
한 척 이 었다. (Gordon A. Craig , P，이itical and Diplomatic 뻐story， in: Felix
Gilberν'Stephen H. Granbard (Hrsg .l, Historical Studies Today, New York 1972,
S. 356ff.l
8) Wolfgang j. Momm똥n， Der autoritäre Nationalstaat Verfassung, Gesellschaft und
Kultur im deut앉hen Ka iserreich, Fran때lπ 1 잊Y2， S. 318.
9l E벼.， 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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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제국주의의 셰 가지 형태

2.1.

관제제국주의

빌헬륨 시대 대표척인 관제제국주외는 ”세계청책”이라는 행태로 나타

났다. 세계갱책용 멜러가 주장하는 것처럽 단지 사회째국주의척 측면에서
의미롤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국제판계의 변화와 연판속에서 퉁장

한 것이었다. 1885년경율 중심으로 유럽 중심의 강대국체제， 즉 폭일， 영
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에 의한 5대강국 Pentarchie체제는 세계 강
대국체제 globa1e Mächtekonstel1ation로 전환되었다.1이 중요한 변화는 이전
의 강대국이었던 오스트리아의 하강과 신생 강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상
숭이었다. 또한 이 시기률 중심으로 각국의 식민정책은 간접적 지배형태
에서 직접쩍인 지배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Hochimper때ismus). 식민지 보

유의 파다는 한 국가의 강대국으로서의 지위와 체면울 대변하게 되었다.
각국의 힘에 비혜한 식민지의 재분할 Wiederaufteilung 이 이루어지게 되었
다. 중요한 식민지 대상지역용 힘의 공백상태에 있는 스때인과 포르투갈
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 그리고 중국， 터키와 같온 반독립국가 지역이었

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독일온 유럽정책의 툴올 벗어나 세계 도처의 권력
공백지역에서 식민지률 새로이 획득하거나 자신의 세력범위훌 확대하는

정책올 추진하였다. 그러나 독일이 세계정책올 추진한 가장 중요한 동기
는 유럽에서의 독일 지위의 공고화였다. 1쨌년 독일은 청 • 일전쟁과 관
련해서 러시아와 중국에 유리하게 간섭했다.Jl) 1870nl 년 비스마르크에 의
한 통일 이후에 독일이 처음으로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의 분쟁에 적극적

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개입하게 된 중요한 동기는 유럽에서 독일의 지위
률 계속적으로 확고히하고， 당시 막 성립되었던 러 • 프동맹의 결속력율

와해시키는데에 있었다. 러시아의 지속적인 동아시아 정책은 동부천선에
서의 독일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 주웠고， 동아시아애의 영국파 러시아의

지속적인 대립은 세계 강대국체제에서 독일의 지위률 상대적으로 강화시
켰다. 다른 한편에셔 황제 빌헬륨 2세률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정책의 용

Aufstieg UI찌 Fall 아r großen M훌 hte， Frankfurt 1002, S. 찌lf.
• 일 전쟁과 관련된 폭일혹의 대용에 대해서는 Holf- Harald Wippich, ]apan U때
die deutsche Femostpolitik H햄-1 !1월， Stuttgart 1987 참조.

10l

Pa버 Kenn벼y，

11)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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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자들은 아직 힘의 공백상태에 놓여 있었던 터키， 태명양 지역， 아프리

카， 동아시아에서 국가의 지위률 상정척으로 고양시켜 주는 식민지훌 획

득하고자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897년 12월 6일 독일 외무장관 뭘로 Bi.ilow는 자신의

첫 번째 채국의회 연셀에서 미래의 독일제국의 외교정책의 포부률 밝혔
다. 당시 독일은 중국의 청도롤 강제 정형함에 의해서 러시아， 영국， 일본
과 같은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파 갈둥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독일은 비록

커다란 간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중국 무역에서 영국 다옴의 위치률 차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은 영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중국에서 확실한 무
역 거점이나 세력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러시아는 중국 북부에서， 영

국은 양자강 지역에서 자신들의 세력권융 공고히 하면서 계속척으로 확
대시키고 있었다. 중국에서 힘의 공백지대률 형성하고 있었던 곳온 이툴
두 강대국의 세력권의 중간지대인 산동반도 지역이었다. 독일온 이곳에
상업거점과 해군기지률 건설해서 자신의 세력권을 형성하려 하였다，12) 이

러한 상황에서 벌로는 청도 점령과 관련해서 이론바 양지 Platz an

der

Sonne 정책올 표방하였고 다른 제국주의 열강처럼 독일도 역시 적극척으

로 식민지와 세력권을 획득하겠다는 의지률 밝혔다.1 3 ) 이후 독일은 본격
적으로 세계정책올 추진하게 되었다. 세계정책온 이전까지의 유럽에서의
독얼의 강대국 Großmacht으로서의 지위롤 넘어서 세계대국 Weltrnacht으
로 향한 전진이었다 독일은 이롤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려고 하였으

나， 당시 세계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영국에 의해서 1001102년에，

1004105

년에 그리고 1907년 삼국협상의 성립과 함쩨 좌절되었다，14)

Sang su J띠19， 뻐Jtsc비a뼈 ur피 때sG허be Meer. 마e
deutsche Wel따)litik in Ostasien 1없7-1002， Frankfurt 1앉l6， S. 정ff톨 창조.
13) Rede Bpöows im Reichstag, 6. 12. 1없7， Behnen, Qu밍len， Nr. 8.'5.
14) 독일 “세계쟁책”의 화철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다. 대후환외 영미사가률용 1907년율，

12)

독일의 청도챔 령에 대해서는

포젤온 1잊6년율， 혼인용 1901/1902년훌 “새계정빽”이 좌철된 시정으로 파악하고 었
다 (John l..owe, The Great Powers, Imperialism and German Problem 186.'5-1 9:쪼，

l..ondon 1 잊:)4， S. 149ff; Barbara
S. 201 ff; Jung, Deutschland, S.

Vogl잉，

1 꺼).

Deutsche Rußlandpolitik,

Düss잉dorf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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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간접적 경제제국주의

독일이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늦게 참여할 수 밖에 없었떤 것온 어
느 정도는 독일 산업화의 후발성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영
국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늦온 1뼈년대에 산업화에 착수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는 위의 두 나라보다 급격히 빠르게 진행되었다.\5) 19세기
후반 산업화는 독일의 산업 기술과 조직력에 힘 입어 크게 발전하였고 정

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도 선진 외국의 제품과 충분히 경쟁할만 하였
다. 이전부터 상품시장과 원료의 공급지로서 식민지률 보유하고 있었던

영국이나 프랑스 산업과 달리 독일 산업은 전적으로 자신의 상품의 질의
우세와

가격의 저렴함을 통해서 상품시장올 개척하였다. 1뼈년대 이래

의 산업화 제 2 기의 중요한 산업분야인 철강， 화학， 전기산업에서 독일은
자신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천시켰다.16) 이러한 독일 산업
의 주요 수출 시장은 - 영국과 프랑스가 자신의 식민지 지역과 산업화가

진행되지 못한 저개발 지역을 수출 대상 지역으로 삼은 것과는 달리 - 소
비재 산업 제품이 아니라 생산재 산업 제품을 필요로 했던 산업 국가들이
었다，

독일 용행툴 역시 영국이나 프랑스의 은행들에 비교한다면 열악한 조

건 속에서 뒤늦게 발전올 시작하였지만 체계적인 조직력으로 세계 금융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은행들이 산업화 이전의 시
기에 상업적인， 톡히 해외 중개 무역의 펼요와 더불어 형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독일 은행들은 처옴부터 산업 제품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는 것에 목
적을 두고 있었다. 당시의 독일 은행들은 대규모의 국제적인 투자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J7) 독일 금융에서의 자금 부
족이 치명적인 정치적인 패배로 연결된 경우가 모르코 위기의 해결을 위

한 1~년의 알제시라스 회담에서 였다 Ul) 이러한 자본 부족올 독일 은행

‘

15) Hom , Wirtschafts- und S lzialgeschichte, S. ‘쟁ff
16) E1녕.， S. 20f.
17) Momm웠1， Nationalstaat, S. l00f.
lR) 알제시라스회담에셔 독얼과 프랑스는 외교척으로 대립하연셔 러시아톨 자신의 편으
로 포섭하려 하였다. 당시 러시아는 러 • 얼천쟁에서외 빼배와 1앉E년 혁명의 여파
로 재정적인 어려용에 빠져 있었다. 러시아 갱부는 6억 후률의 (약 20억 프랑) 장기
차관융 필요로 했다. 베톨련옹 이훌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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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은 그때 그때마다 다른 외국의 은행풀과의 협력옳 통해서 해결하였다.

터키에서의 자금 투자는 프랑스 은행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동아시아에서 독일 은행은 영국 은행과 협력하였다. 그러나 자본의 부족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커다란 성과률 거두지는 못하였다.

2.3.

급진적 민족주의적 제국주의

급진적 민족주의 운동은 새로운 대중주의적 제국주의의 행태로 1914년
1 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때까지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민족주의적 선동단체들에 의해서， 즉 전독일연맹

A11deutscher Verband과

함대연맹 Flottenverein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단체들온 자신의 정
당성의 기반올 대중들에게서 찾았고， 독일 정부와 정치가들애 대해서 많

은 경우에 비판척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운동올 주도했던 계충은 전
통적인 교양시민계충， 산업화의 발전 과정에서 탄생한 신흥 중산충， 소시

민계충이었다. 이들은 독일 제국에서 정당들이 충분한 입지률 확보하고
있지 못하던 시 기에 정치의 주변부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침투해서 대규

모의 대중 동원 능력율 보유한 일종의 압력단체로 성장했다. 이러한 단체
들의 지도부는 회원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조작했옴에는 톨림없다. 이

들은 맹목척이고 과격할 정도로 독일 제국주의 정책을 옹호하였지만， 이
들은 정치가들이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정치적 식견이나 안목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들 단체들은 다론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률 무시한 채

로 파격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어 현실적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
는 제국주의 정책을 정부 측에 요구하였다. 이들온 곧 신우파 Neue

Recht

로 대변되면서 무한계의 팽창정책올 요구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
의 요구는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역학관계률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하였다. 또한 이들의 주장
은 일종의 여론의 형태률 띄우고 있었기에 관료와 군대에 의해서 유지되
공하는 대가로 알제시라스회담예서 외교객인 지지를 요구하였다. 프랑스는 알제시
라스 회담이 자신에게 만족할만한 성파로 종료된뒤 축시 위의 액수를 러시아 정부
에게 40년 상환으로 제공하였다 {Barbara Vogel , Deutsche Rußlandpolitik,
Düsseldorf 1973, S. 229; 뻐Jm， Internationalen Schuldenkrisen des 19.
Jahrhunderts, in: Akadernie der Wissenschaften und der Li teratur, 4 (1앉혔)， S.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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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사업현 군주국인 독일제국의 정치체째애서는 결코 수용될 수가 없
었다.19)

당시의 독일온 서구 민주주의적인 여론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1 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 사회률 서구 민주주의적인 개념으로 파악해서

는 않된다. 1914년의 이엽들에서 나타난 것처럽 톡일제국은 민주적인 질
서 속에서 다양한 사회계충과 집단의 이해판계에서 나타나는 갈둥을 자

유롭게 조절하는 서구의 모텔을 도입하는 대신에， 독일 고유의 판헌적인
입현국가라는 형태속에서 이러한 갈퉁올 규제하는 관료제에 입각한 행정

작용을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척 자유 Deutsche Freiheit'’라는
이념은 실질적으로 서구 민주주의에 의해서 형성된 다원화된 산업사회의
이념들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다.찌)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민족주

의 단체들은 대중들을 집결하기 시작하였으며 18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

독일연맹， 함대연맹올 통하여 자신들의 조직력을 강화하였다. 이들은 영
국이나 프랑스처럼 강대국의 지위에 걸맞은 해외에서의 식민지 획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이상과 현실과의 간극을 체험했올 때

정부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충 노동자계충에 대해서까지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올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독일에서만 나타
났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대부분의 국가틀

에게서 이러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의 정고이즘， 프랑스의 쇼뱅이
즘， 미국의 내션널리즘이 이러한 조류에 혜당한다.

3.

독일 제국주의의 실태

3.1.

함대정책

19세기 말부터 해군장판 티르피츠Tirpitz에 의해서 수행된 합대정책은

독일 제국주의의 톡성올 파악하는 데에 많은 도용을 준다. 전합 건조롤
주력 사업으로 하는 합대정책에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유형의

제국주의가 모두 판련되어 있옴을 알 수 있다. 1없7년 당시의 외무장관 별

19l Mommsen, Nationalstaat, S. 192f.
20) Wolfgang J Mommsen, Nation und

Ges디1ichte，

München

1 와Xl，

S. 9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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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선언된 “세계청책”용· 강력한 무력에 의한 지원，

륙히 해군의 지원이 없이는 수행될 수 없었다. 합대정책온 또한 일반 대
중률에 외해서 조직된 합대연맹에 의해서 강력한 지원울 받았고 경제적
인 측면에서 군수산업가들에게 많온 이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률 제공

하였다.

합대정책에 대한 연구는 독일 제국주의의 본질을 파악하는데에

도용이 될 뿔반 아니라 나아가서 l 차 세계대전의 원인올 파악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율 주기 때문에 일찍부터 연구가 진행되었다. 1920년대에 탈하

이머， 할만， 케어에 의해서 연구가 본격척으로 진행되었으며 1960년대 미
국과 소련에 의한 동서 냉전의 시기에 다시 한번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21) 독일 함대정책의 목표는 스테인버그가 밝힌대로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에는 역사가들 사이에서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다. 문
제는 티르피츠의 합대갱책에 그 밖의 다른 목객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베

르그한은 독일 합대정책의 목표가 영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 내정적인 측면에서 의회 민주주의률 탄압하는 수단으
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의 주장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논
란의 여지가 많다.강)

분명히 티르피츠에 의한 합대정책온 벌헬륨 제국에 있어서 일대 전환

기롤 이루었다. 먼저 해군 수뇌부내에서 1없7년 티르피츠가 해군성을 넘
겨 받기 전까지는 대양정책에 업각한 식민지 획특을 목표로 하는 순양함
정책이었다. 물론 전합정책은 독일 해군부에서 티르피츠에 의해서 독자적
으로 고안된 것은 아니었다. 해군 총사령관 크노르 Knorr가 티르피츠에
앞서서 전합건조톨 계획한 바 있었다.앙) 티르피츠에 의한 독자적인 생각

은 독일 해군의 위상과 대상이었다. 이전까지 톡일 해군은 군사적인 변에

21l

강)

쩌)

Siegf끼 ed Tha lheimer, Das deuts다le Flottengesetz von 1쨌， Düsseldorf 1926;
Hans Hallmann , Krügerd야>eS다le und Flottenfrage, Stuttgart 1927; Ders., Der
Weg zum deutschen Schlachκlottenbau， Stuttgart 1잃3; Eckhaπ Kehr,
Schlachtfolttenbau und Parteipolitik 1 얹껴 -1001 ， Berlin 1앉lQ; ]onathan Steinberg,
Yesterday ’ s Deteπent， Tirpitz and the birth of the German Battle l<1eet, London
l 00.'j; Volker H. Berghahn, Der Tirpitz- Plan, Düs se\dorf 1971.
Thomas Nippe며ey， 1농utsche Geschichte 1훌ì6-1918， Bd 2: Machtstaat vor der
De mükratie, München 1002, S. 앓7f.; K1aus Hildebrand, Das vergangene H.eich.
Deut.<;ehe Außenpolitik von Bismarck bis Hitler 1871-1945, Stuttgart 1앉l5， S. 197
De nkschrift Knoπs ， 17. 5. 1 없7， BA-MA RM 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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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거의 능동적인 활약율 하지 못하였다. 척국에 대해서 공격하려는 입장
보다는 수비에 치중하였다. 티르피츠는 해안 방어위주의 독일 해군올 본
격적으로 공격위주의 합대로 전환시키려고 하였다. 또한 대상에 있어서

새로운 점은 이전까지 독일 합대의 주요 적국은 프랑스와 러시아 해군이
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프랑스 복해함대와 러시아 벌틱함대였다. 프
랑스의 지중해 함대와 러시아의 혹해합대는 영국 지중해 함대롤 대상으

로 하고 있었으며， 독일과 동맹국인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해군의 견제
률 받고 있었다. 티르피츠는 독일 해군수뇌부에서 최초로 세계최강의 해

군인 영국 해군 Ro yal Navy올 독일 해군의 가장 위험한 적으로 파악하였
다.24) 당시 세계 해군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던 곳은 지충해였다.

1쨌년 파쇼다 위기에서 전쟁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발생하였더라면
지중해가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되었을 것이다. 세계 해군력의 무게 중심
은 1914년까지 지중해로부터 북혜로 이동하게 되었다.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부분용 티르피츠의
함대 정책에 있어서의 내청척 요소들이다.20세기 초의 독일 천합 건조훌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물론 독일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특히 선박
건조에 중요한 철강， 기계， 전기 산업분야에서의 발전은 티르피츠로 하여

금 자신의 함대정책올 수행할 수 있는 여건올 조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티르피츠가 잘못 생각한 부분은 독일의 자본력이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
지만 독일 기업과 은행들은 자본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는 결국
1900년에 가서는 국가 재정의 위기로 연결되었다꾀
즉， 독일은 당시에 영국에 비해서 우월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

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조선소 확장빛 신셜， 운하건셜 퉁 거대한 사회간
접시설에 투자활 충분한 자본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선

박건조와 관련된 사회간첩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영국은 충분한 재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독일은 우수한 전함을 건조할 수 있었지만
24) Denkschrift Tirpitz vom Juli 1897, 、r0 \1‘.er R Berghahn, Wilhelm Deist, Rüstung
im í'..eichen der wilhelminischen Weltpolitik, Düsseldorf 1 9!용， n, Nr. 10. - 그러 나
독일 해꾼이 영국 해꾼에 대한 작전계획융 최초로 작성한 것온 11m년 11 월이었다
(Ivo Nikolai 니 mbi， The Navy and German Power Politics 1862-1914, Boston

’

m 4, S. 21 Off.),
2.'i) Horn, Wirtschafts- und Soziaigeschichte, S.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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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인 변에서는 티르피츠가 계획한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26)
티르피츠는 군인인 동시에 정치가였다. 1細년까지 티르피츠는 해군 장

교로서， 해군 최고사령부

Oberkommando der Marine의 참모로서 본분을 충

실히 실행하였다. 1쨌년 해군부에서의 권력다툼과 관련되어서 티르피츠

는 일시적으로 베를린올 떠나게 되었고 1897년 해군성을 넘겨받게 되면서
자신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전함건조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

으며 자신의 반대세력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파쟁에서 티르피츠는 권력에
대한 매력올 느끼게 되었다. 이는 동시대인인 니체의 권력에 대한 의지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찌 황제 빌헬륨 2세의 총애화 더불어서 그는
혜군 수뇌부의 개편에 착수할 수 있었다. 1쨌년 3월 티르피츠는 해군의
권력올 해군성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해군 최고사령부률 해체시켰다찌 이

후 그는 군인이라기보다는 정치가로서의 입지를 강화시켰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합건조에 반대하는 순양함 정책 옹호자들을 축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1902년 경에 이르러서야 가능하였다.
티르피츠는 1關년파 1000년 두 차례에 걸친 함대법 서문에서 건함정책
올 실시하는 이유로서 독일 해외무역의 보호롤 거론하였다.정) 그러나 해

외무역의 보호를 위해서는 상션대롤 보호할 수 있는 순양함을 건조하는

26) 독일 전함용 1900년 경에 이미 여러 면에서 영국 전함율 철척으로 압도하였다. 독얼
크홈암U때의 장갑과 대포는 생능에 있어서 영국 제폼옳 능가하였다. 독일의 카이저

m-

프리드리히 3세급 Kaiser-Fri려rich
K1asse 천합의 (}200)혼급) 대포를온 최초
천투개시 5분동안 %톤올 포격할 수 있었다. 이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영국에 의해
서 건조된 카이저 프리드리히 3세급보다 4(XX)통 컸던 메제스틱급Majestic- Klasse용

통일한 시간에 단지 24톤만올 포격할 수 있었다 (Th때ore Hopp, The [농，veloprrεnt
of a M(xlem Navy, Annapolis 1없7， S. 없7). 찌세기초에 영국은 터빈모터에서만 기

술적인 우세률 유지하고 있었다. 즉， 전합의 전투력에서의 열세훌 모터의 속력에서
의 우위로 극복하려고 한 시도가 1 !Xl6년의 거함 Dreadnought의 개발이었다

(Charles H. Fairbanks , The Origin of the Dreadnought Hevolution, in: The
Intemational History Heview 13(001), S. 268f.l.
'2:/) Michael Salewski, Tirpitz. Aufstieg-Macht- Scheitem, Frankfurt 1979, S. 60.
28) Walter Hubatsch, Der Admira1stab und die obersten Marinebehärden in
Deutschland 1848-194.'5, Frankfurt 1 앉폈， S. 81ff. - 당시 해꾼 최고사령후의 해체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황제의 혹근온 벌헬홉 2세의 동생언 하인리히 왕자Prinz

Heinrich von Preußen 였다. 그는 티르펴츠가 해군수뇌후에서 권력융 장악하는 것애
대해서 강력하게 률만훌 표시했었다 (Heinrich an Wilhelm 11., 28. 10. 11*뼈， BA
Koblenz NL 16/ll1; H려nrich an Diederichs, 1. 8. 1앉~， BA-MA N255/11l.
29) Flottengesetz, HA-MA HM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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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옳용 일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티르피츠의 북안율 파악할 수 었

다. 1쨌7년 이미 티르피츠는 명국을 독일의 적으로 파악하였으나 이률 표
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티르피츠가 후에 밝힌대로 독일 해군이 어

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영국의 감시의 눈초리훌 피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는 나폴레옹시대의 경험적 사실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넬
슨의 영국 해군온 1800년에 아직 건조 중에 있는， 영국에 위협이 되는 프
랑스의 동맹국인 덴마크 해군흙 공격한 경우가 있었다. 즉， 영국 해군온
독일 해군이 자신에 위협적인 폰재가 된다고 판단되면 후자가 건조중에
있는

시기에

전자가

기습공격해서

파괴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Co야띠lagen- Komplex).떼 물론 티르피츠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독일산업
의 성장과 발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
요한 파제는 영국 제해권의 격파였다.

정부는 재국주의적 외교 • 군사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일반 대중집단의
지지를 필요로 하였다. 독일 제국은 당시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의회주의
훌 채돼하고 있었다. 정부는 사안에 따라서 제국의회 Reichstag의 동의률

필요로 하였다. 육군 예산안의 경우는 프로이센 주의회 뼈ndtag의 심의룰
거쳐서 통과되었던 반면에 해군 예산은 제국의회의 동의롤 얻어야 했다.
3급 선거제에 의해서 구성되는 프로이센 주의회에서는 토지귀족파 상충

시민계충올 중심으로한 친정부 세력이 대다수였던 것과 달리 제국의회는

일반 보통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기에 갱부에 반대하는 가훌릭 중앙당，
화파 자유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프로이센 주의회에 비해서 압도적
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다. 해국장관 티르피츠에 의해서 설정된
건합정책이 이러한 제국의회의 동의률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

다. 티르피츠는 제국의회률 쩔득하기 위해서 대중집단들에 의해서 만들어
진 압력단체(전독일연맹， 합대연맹)률 이용하였다. 즉 압력단체들에서 정
부에 유리하게 여론올 조성하였다

쩌) Hil뾰brand，

pas vergangene Reich, S. 201; )mathan Steinberg , The C야>enhagen
()f Contemporary His뼈y 1(006), S. 23ff.
3]) 신껄된 해꾼 정보국융 흉한 티르피츠의 합대정책 선전에 대해서는 Wilhelm Deist,
Flottenpolitik und Flottenpropaganda, Stuttgart 1976 참조

c‘)mplex, i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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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 철도

독일은 1888/89년 터어키의 소아시아 반도에서의 철도 수주권을 획륙하

였다.3'2) 당시 영국은 터어키에서의 독일의 둥장에 척대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환영하였다. 터어키 제국에서의 러시아의 팽창정책은
독일의 힘을 빌려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897년 그리이스와의 전

쟁 이후에 터어키 측에서도 철도롤 통한 교통， 통신체제률 완비함으로써
제국의 와해률 막으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고 소아시아 반도에서의 철도
률 페르시아만까지 연장시키려는 채획이 퉁장하였다떼 이 거대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국가는 당시에 독일이었다. 그러나 황제 빌
헬름 2세가 l얽8년 11 월 8일 다마스커스 방문에서 독일제국이 3억 이슬랍
교도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는 선언올 하였올 때 런던 정부는 터어키 제국
에서의 독일의 야심을 알게 되었고 즉각 경계에 들어갔다. 바그다드 철도

수주는 단순히 독일에게 경제적 측면만올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

다. 당시 세계 교역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으로는 유럽과 인도， 나아
가서는 동아시아률 연결하는 항로였다. 물론 당시 해상강국 영국이 자신
의 해군력을 바탕으로 이 항로의 (런던-지브로울터-수에즈-흥해-인도) 안
정을 지키고 있었다. 1881/82년의 이집트의 합병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행
해첫다. 그러나 19세기말 20세기초 이 항로가 위협받기 시작하였다. 영국

의 강력한 라이벌인 러시아에 의해서였다. 터어키제국과 페르시아로의 러
시아의 납하정책은 영국의 인도항로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독일제국 역시 1B앓'g7년 세계정책을 추진한 이래로 동아
시아와의 무역로 확보률 고려하게 되었고 1900년 의화단의 난파 연관해서

대규모 해군과 육군의 파견올 통해서 영국의 도움없이는 동아시아에 조

속한 시일내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올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전의
영국의 인도항로가 아닌 새로운 육로률 (베률린-비인-비잔티움-페르시아
만) 확보하려 하였다. 따라서 독일제국은 바그다드 철도 수주에 많은 관심
을 나타냈다. 영국은， 인도교역로는 영국에 의해서만 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바그다드 철도가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
3'2) GP 14, '2, Nr.
쩌)

3앉i8， 각주.

Marschall an AA, 4. 4. 1900, GP
17, Nr. 5'247.

17π7τ’ Nr.5220;α; Ma
따rscha
외배
II

an AA,’ 2. 2. 100'2’ 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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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올 취하게 되었다.써) 러시아는 터어키제국의 공고화에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올 취했던 국가로 바그다드 계획올 초기부터 강력하게 반대

하였다페 유럽에서 독일의 강력한 적대국인 프랑스는 경제적 측면에 처
옴부터 소극척이기는 하였지만 독일과 협업에 툴어갔다':l6) 이러한 바그다

드 철도 사업올 고찰해 보면 독일내에서도 정부차원에서의 정책과 기업，
은행 차원에서의 해외투자 사이에 협력이， 그러나 동시에 갈퉁이 놓여있

옴올 알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인 바그다드 철도 수주에는 독일기업과 은
행들도 동의하였지만 과대한 자본투자률 퉁한 위험을 제거하려 했던 - 물

론 자본부족에서 유래하기도 하였지만 - 기업과 은행측은 대외척으로 적
대국인 프랑스 자본과 협력하는 태도롤 나타내었다.

4.

빼 가지 제국주의의 상호판계

정부에 의한 관제제국주의， 기업과 은행에 의해서 주도된 간접적 경제
제국주의， 대중 집단툴에 의한 급진적 민족주의적 제국주의는 합대정책과
바드다드 철도 수주에서 뿔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안툴에서도 보
완과 갈퉁이라는 상호작용올 일으켰다.

1쨌년 이후의 대외무역은 이전의 자유주의 시대의 무역과 달리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관세장벽을 건껄하게 되었고 대외무역에 있어서 기

업의 독자적인 영역이 점점 축소되게 되었다. 기업은 이전보다 더 많이
정부의 지원을 필요하게 되었다. 해외에서의 기업 활동이나 은행의 투자

는 많은 경우에 외국 정부와 분쟁올 야기시켰고， 이에 따라 본국 정부에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 정부는 기업 활동을

군사력， 주로 해군력을 이용해서 지훤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1900년 의

화단의 난 진압윷 위한 서방연합군의 파병이었다. 독일은 영국， 러시아，
일본파 함께 대규모의 육군과 해군을 봐견하였고， 영국 다옴으로 많은 배

34) Metternich an AA , 12. 6. 1 없， GP 17, Nr 당~.
3.'1) Marscha l1 an AA, 28. 2. 1 앉삐" GP 17, Nr. 521 R.
36) Marschall an AA. 3. 5. l R99, GP 14, 2, Nr. 3!l빼~'j당; Bi띠llowan κMa하rsc하ha외배11ι1，’ 4.5. 1않깨，
GP 14, 2, Nr. 3잊굉5; Aufzeichnung Hichthofens, 3. 7. 1901 , GP 17, Nr. 52:’2:
Marscha l1 an AA, 4. 12. 1 잊갱， GP 17, Nr. 않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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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을 중국 측으로부터 받아냈다.꺼) 19021떠년 베네수앨라 정부가 “빼네

수엘라 대철도” 건설과 관련된 채무롤 이행하지 않옴에 따라 톡일 기업과
온행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독일 정부는 통일한 입장에
놓여 있었던 영국과 함께 베네수엘라 항구를 포격하고， 자신의 요구가 판

철될 때까지 항구들을 봉쇄하였다.웠) 이 경우는 정부 주도하의 판제제국
주의가 간접척 경제제국주의롤 보완해 준 사혜이다.

온행과 기업에 의한 지원 없이 독일제국은 자신의 외교정책을 수행할 ·
수 없었다. 19세기말 20세기초 독일이 “세계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것온 합대와 외국 정부에 대한 차관이었다. 반식민
지 상태에 놓여 있었던 중국이나 터키 정부에 대한 차관 제공용 열강의
세력올 확대하거나 나아가서 상업거정이나 해군기지률 조차하는 데에 커
다란 명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온행은 중국에서 독일
의 영향력을 중대시키 기 위해서 청 • 일전쟁 배상금 지불을 위해서 두 차
례에 걸쳐 중국 정부에 차관을 제공했다.

그러나 세 가지 유형의 제국주의는 많온 경우에 서로 충돌하였고 전체
국가 이익올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1總년 중국의 북경 부근에 있는

광산채굴권올 둘러싸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기업들이 서로 권리률 주장하
는 사태가 발생하였다페 각개의 기업은 자국 정부에게 지원을 요청하면
서 정부 차원의 개입올 요구하였다. 그러나 독일과 이탈리아는 당시 유럽
에서 삼국동맹 Dreibund올 체결하였고 밀접한 군사적 외교적 유대관계률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에서의 독일과 이탈리아 기업툴의 과다한
경쟁은 베를린과 로마 사이의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주었다.때) 온행과 기

업에 의해서 주도되는 해외경영과 해외투자는 때로는 국제관계 차원에서
정부의 외교정책올 손상시키기도 하였다.

독일 정부에 의한 외교정책과 기업들에 의한 대외 무역은 심각한 모순
올 나타내고 있었다. 1 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단지 수출의 12.8%가 삼국동
독일파 의화단의 난에 판해서는 GP 16 창조.
38) GP 17, Nr. 5120, 각주 Holger H. Herwig, Germany ’ s Vision of Empire in
Venesuela 1871-1914, Princeton 1잊휩， S. 97ft.
39) Castell an HohenIohe, 5. 9. 1899, PAAA China 20 Nr. 1, 63.; Ketteler an
Hohenlo뼈， 1. 11. 1899, PAAA China 20 Nr. 1. 64.
40) Hülow an Wedel, 3. 5. 1 앉Xl， PAAA China 9 Nr. 1. 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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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 국가들， 수업의 8.4%가 삼국동맹의 국가둘파 행하여진 반면에， 독일
수출의 60%는 삼국협상 국가돌인 영국， 프량스， 러시아와 이루어졌고， 수
입의 68%는 이들 국가들과 이들의 식민지 지역에서 들어온 물품돌이었
다.4J)

대중단체들(연맹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급진적 민족주의적 제국주의는
대외관계나 경제상황올 고려합이 없이 국가내지는 민족의 무제한 맹창올
요구하였다. 이들은 밸러가 주장하는 것처럽 정부나 국가에 의해서 조작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계충적 변동에 따라 어느 정도 자연발생척인 성격
을 보유하고 있었다찌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강

력한 식민정책을 추구할 것올 요구하였다. 이러한 여론에 정부의 외교정
책이 반대될 경우에 정부는 다른 강대국과 비밀조약올 체결하게 되었다.

독일 외교정책의 실무자였던 훌슈타인 Holstein은 강력한 제국주의적 노선
올 전개할 것올 주장핸 대중들의 요구에 대해서 1904년 다옴과 같이 불

만올 표시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에 대해서 공세를 취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외에서 [식민지나
세력권올] 획득할 수 없다. 나는 이와 같온 획득올 원치 않는다. 그러나

대중들이 아우성치며 요구하고 있고 독일올 위해서 아무것도 남겨져 있
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급치 못한다.L

. .J

영국과 프랑스에 대

항해서는 결코 해외정책이 불가능하다쩌)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독일 제국주의는 하나의 통합된 지휘하에

서 일사불란하게 전개된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과 은행， 대중집단들이라
는 서로 다른 주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름대로 관제제국주
의， 간접적 경제제국주의， 급진적 민족주의적 제국주의를 추진하였다. 이

들 중에서 국가의 이익올 대변하는 관제채국주의가 독일 제국주의의 주
도권올 장악하기는 하였으나 간접적 경제쩨국주의와 급진적 민족주의적
제국주의를 적절하게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41l Horn. Wirtschafts- und Sozialgeschichte. S. 149
42) Morrunsen. Nationalstaat. S. 192f.
4~) Holstein an Ida von Stülpnagel. 10. 4. 1 엇μ. Behnen, Quellen, Nr. 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