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에 관한

모 든 것

대외정책 · 사회 · 학문 · 경제 · 문화

“독일에 관한 모든 것”은 오늘날의 독일
에 관하여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독일의 정치제도,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 경제의 근간, 사회적 담론, 예술 및 
문화계의 신동향 등을 비롯한 다양한 주
제들을 살펴볼 수 있다. 

수치와 데이터, 그래프와 그림을 통해 
시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일목
요연하게 제공하는 이 실용적인 핸드북 
하나면 독일 현대 사회를 깊이 있고 포
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facts-about-german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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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토크 663 223 520 444 562 680 133 320 809 567 371 321 781 601       • 851 812 694

자르브뤼켄 263 723 321 671 277 190 688 551 188 282 588 606 421 362 851       • 213 314

슈투트가르트 518 632 420 525 401 201 658 534 80 373 466 559 212 218 812 213       • 149

뷔르츠부르크 370 495 338 382 338 128 507 377 199 289 408 449 291 109 694 314 149       •
위 수치에 대해 출판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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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요 도시 간 거리 
(단위: km)

독일은 거리를 km 단위로 표시한다. 1km는 0.62137마일, 1마일
은 1.60934km에 해당한다.

비자에서 전압 정보까지:  
독일 여행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 및 주요 연락처

여권과 비자: 외국인이 독일에 입국하려
면 유효한 여권이나 여권 대용 서류를 구
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 국민
은 유효한 신분증만으로도 입국이 가능하
다. 유아의 경우 대부분 본인의 여행서류
를 소지해야 한다. 특정 국가의 국적을 보
유한 외국인은 입국 시 비자가 있어야 한
다. 자세한 사항은 독일의 재외공관(대사
관과 영사관)에 문의하면 된다. 
→ auswaertiges-amt.de

항공편: 독일은 100개 이상의 국제 항공
사가 취항한다. 이러한 국제노선망이 독일
의 24개 국제공항을 세계 전역과 이어준
다. 독일의 대표적인 공항은 프랑크푸르트 
공항, 뮌헨 공항 그리고 뒤셀도르프 공항
이다. 독일의 모든 공항은 각 도시의 교통
망과 잘 연결되어 있다. 
→ frankfurt-airport.de
→ munich-airport.de
→ dus.com

기차편: 독일은 선로 길이가 38,500km
에 달하는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뻗어 있
다. 근거리 및 원거리 노선의 연계가 잘 되
어 있으며, 매일 250개 이상의 직행열차
가 독일에서 유럽의 약 180개 도시를 향
해 출발한다.
독일 철도(Deutsche Bahn AG) 핫라인 
Tel.: +49 18 06 99 66 33
→ bahn.com

버스편: 장거리 버스를 이용해 독일을 여
행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독일에는 200
개 이상의 장거리 버스노선이 있다. 특히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 많다. 독
일의 모든 대도시는 장거리 버스로 접근 
가능하다.
인구 만 명 이하의 작은 도시를 지나는 장
거리 버스도 있다. 버스노선 안내: 
→ busliniensuche.de
→ fernbusse.de

자동차편: 독일은 매우 현대적인 도로망을 
갖추었다. 총 13,000 킬로미터 길이의 아
우토반(고속도로)에는 700개 이상의 휴
게소, 주유소, 모텔, 매점 등의 시설이 갖춰
져 있다. 독일 주유소에서는 종류에 따라 
표준형 휘발유(Super: 옥탄가 95), 바이오 
휘발유(Super E10: 옥탄가 95), 고급 휘발
유(Super Plus: 옥탄가 98)와 같은 무연 
휘발유와 경유를 주유할 수 있다. 독일 아
우토반에서는 특별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속도 제한이 없지만, 130km/h가 권
장된다. 주거지역에서는 최고 50km/h, 그 
바깥 지역에서는 최고 100km/h로 속도가 
제한된다. 아우토반 통행료는 없다. 안전벨
트 착용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키
가 150cm 이하인 유아는 카시트를 이용
해야 한다. 아우토반에서의 긴급구조 또는 
자동차 긴급수리 요청은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긴급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대표적인 
독일의 자동차클럽(ADAC, AvD)이 자동
차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정보를 제
공한다.
ADAC 자동차 긴급수리 서비스
Tel.: +49 18 02 22 22 22 
→ adac.de
AvD 긴급전화
Tel.: +49 80 09 90 99 09 
→ avd.de

숙박: 민박이나 휴가용 렌탈하우스에서 
고급호텔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은 넓다. 
숙박비가 저렴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독
일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관광협회와 
여행사가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목록을 
제공한다. 
→ germany.travel

유스호스텔: 국제유스호스텔연맹에 소속
된 유스호스텔 협회 회원이라면 독일에 
있는 500개 이상의 유스호스텔 어디서든 
묵을 수 있다. 가입비를 납부하면 국제회
원증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독일 유스호스텔 협회
Tel.: +49 52 31 74 01-0
→ djh.de

화폐: 독일의 법적 통화는 유로(1유로=100
센트)다. 현금은 직불카드나 국제신용카드
를 이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언제나 출
금할 수 있다. 통용되는 국제신용카드는 모
두 사용 가능하다. 독일 가격표엔 각종 세
금이 포함된 최종 가격이 제시되어 있다. 

긴급전화:
Tel.: 110 - 응급구조, 경찰
Tel.: 112 - 화재, 사고

표준시간대: 독일은 중앙유럽 표준시를 
따른다. 3월 말에서 10월 말 사이에는 시
간을 한 시간 앞당겨 조정하는 서머타임
이 적용된다.

전압:
독일은 230볼트를 사용한다.

여 행 정 보

독일 여행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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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학술, 문화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독일에 관한 모든 것”은 세
계를 향해 열려 있는 현대적인 나라 독일을 소
개합니다. 이 핸드북은 특히 해외 독자들에게 
독일에 대한 광범위하면서 심도 깊은 지식을 
제공하고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 소개하는 길잡
이 역할을 합니다.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독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사회와 
정치가 급변하는 오늘날 독일은 어떤 모델과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2018년 

개정판은 역사와 제도에 관한 사실은 배경지식 
정보만 제공하고 현재 화두가 되는 주제를 집
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의 활
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최신 데이터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관한 모든 것”은 인쇄판과 더불어 포
괄적인 디지털 자료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판은 책에서 개괄적으로 다룬 주제를 
더욱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에 관한 모든 것“ - 크로스미디어 기법을 활용해 독일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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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vile Gestaltungsmacht ∙ Engagiert für Frieden und Sicherheit ∙  

Anwalt europäischer Integration ∙ Schutz von Menschenrechten ∙  

Offener Netzwerkpartner ∙ Nachhaltige Entwicklung

AUSSENPOLITIK Außenpolitik: das Video zum Thema  
→ tued.net/de/vid2

V I D E O A R - A P P

E I N B L I C K

Z IVILE GESTALTUNGSMACHT
Deutschland ist in der internationalen Politik 

intensiv und vielfältig vernetzt. Das Land un

terhält diplomatische Beziehungen zu fast 200 

Staaten und ist Mitglied in allen wichtigen mul

tilateralen Organisationen und informellen in

ternationalen Koordinierungsgruppen wie der 

„Gruppe der Sieben“ (G7) und der „Gruppe der 

Zwanzig“ (G20). Außenminister ist seit 2018 

Heiko Maas (SPD). Im Auswär tigen Dienst, des

sen Zentrale sich in Berlin  befindet, arbeiten 

rund 11.652 Beschäftigte. Insgesamt unterhält 

Deutschland 227 Auslandsvertretungen.

Das vorrangige Ziel der deutschen Außenpo

litik ist der Erhalt von Frieden und Sicherheit 

in der Welt. Zu den Grundkoordinaten gehört 

die umfassende Integration in die Strukturen 

der multilateralen Zusammenarbeit. Konkret 

bedeutet dies: eine enge Partnerschaft mit 

Frankreich in der Europäischen Union (EU), 

die feste Verankerung in der Wertegemein

schaft des transatlantischen Bündnisses mit 

den USA, das Eintreten für das Existenzrecht 

Israels, die aktive und engagierte Mitwirkung 

in den Vereinten Nationen (UN) und im Eu

roparat sowie die Stärkung der europäischen 

Sicherheitsarchitektur im Rahmen der OSZE.

Gemeinsam mit seinen Partnern setzt sich 

Deutschland weltweit für Frieden, Sicherheit, 

Demokratie und Menschenrechte ein. Der von 

Deutschland vertretene erweiterte Sicher

heitsbegriff umfasst neben Fragen der Krisen

prävention, Abrüstung und Rüstungskontrolle 

nachhaltige wirtschaftliche, ökologische und 

soziale Aspekte. Dazu gehören eine Globali

sierung mit Chancen für alle, grenz

überschreitender Umwelt und Klimaschutz, 

der Dialog zwischen den Kulturen sowie Offen

heit gegenüber Gästen und Einwanderern. Seit 

dem Ende des OstWestKonflikts in den frü

hen 1990erJahren haben sich für die deutsche 
Die deutsche Außenpolitik ist fest eingebunden in die multilaterale Zusammenarb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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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lands größter Newsroom: die Zentralredaktion der Deutschen Presse-Agentur (dpa) in Berlin

Pro Erscheinungstag werden 16,1 Millionen 

Tageszeitungen und fünf Millionen Wochen- 

und Sonntagszeitungen verkauft (2016). Die 

führenden Blätter, die überregionalen Tages-

zeitungen „Süddeutsche Zeitung“, „Frankfur-

ter Allgemeine Zeitung“, „Die Welt“, „Die Zeit“, 

„taz“ und „Handelsblatt“, zeichnen sich durch 

investigative Recherche, Analyse, Hinter-

grund und umfassende Kommentierung aus. 

Das Nachrichtenmagazin „Spiegel“/„Spiegel 

Anzeigenumsätzen in schwerem Fahrwasser. 

Über 100 Zeitungen haben als Antwort auf die 

Umsonst-Kultur im Netz inzwischen Bezahl-

schranken eingeführt. Die Verlagslandschaft ist 

in Bewegung – auch weil inzwischen fast 

800.000 täglich verkaufte Zeitungsexemplare 

als E-Paper digital vertrieben werden und die 

Zahlen der Digital- Abos stetig zunehmen.

Die Digitalisierung der Medienwelt, das Inter-

net, die dynamische Zunahme mobiler End-

geräte und der Siegeszug der sozialen Medien 

haben das Mediennutzungsverhalten signi-

fikant verändert. 62,4 Millionen Deutsche über 

14 Jahre (89,8 Prozent) sind heute online. Mehr 

als 50 Millionen Menschen nutzen das Internet 

täglich. Durchschnittlich verbrachte jeder Nut-

zer täglich rund 165 Minuten online (gerechnet 

auf die Gesamtbevölkerung: 149 Minuten); 

mehr als jeder Zweite surft inzwischen mobil. 

Zudem ist gut die Hälfte aller Internetnutzer 

Mitglied einer privaten Community. Die digitale 

Revolution hat einen neuen Begriff von Öffent-

lichkeit hervorgebracht; die sozialen Medien 

und die Bloggosphäre sind der Spiegel einer of-

fenen und dialogischen Gesellschaft, in der jeder 

meinungsbildend am Diskurs teilnehmen kann. 

Ob die interaktiven Versammlungsorte im Netz 

zugleich das Fundament für einen zukunfts-

fähigen digitalen Journalismus bilden, bleibt 

 abzuwarten. Im Bemühen gegen Fake News und 

gezielte Desinformation nehmen Journalisten 

aller Sparten ihre journalistische Verantwor-

tung wahr.  

Online“ und das Boulevardblatt „Bild“ gelten 

als die meistzitierten Medien.

Zugleich befindet sich die Branche in einem 

tiefgreifenden Strukturwandel. Die Tageszei-

tungen büßen seit 15 Jahren regelmäßig durch-

schnittlich 1,5 bis 2 Prozent ihrer bezahlten 

 gedruckten Auflage ein. Sie erreichen immer 

seltener jüngere Leserschichten und befinden 

sich bei weiterhin rückläufigen Auflagen und 

Deutsche Welle Die Deutsche Welle 
(DW) ist der Auslandsrundfunk 
Deutschlands und Mitglied der ARD 
(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 
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DW 
sendet in 30 Sprachen, sie bietet Fern-
sehen (DW-TV), Radio, Internet sowie 
Medienentwicklung im Rahmen der DW 
Akademie. Kostenfreie Nachrichten in 
vier Sprachen bietet der German News 
Service für Interessierte und 
Medien.
→ dw.com

G L O B A L

Digitaler Alltag 
Die mobile Internetnutzung und  
die Verwendung mobiler Endgeräte 
steigen in Deutschland deutlich an. 
Mit der zunehmenden mobilen Da-
tennutzung wachsen die technologi-
schen Anforderungen an die Netzin-
frastruktur. Studien zeigen auch: Die 
Zahl der Internetnutzer steigt seit 
geraumer Zeit nur noch geringfügig.

D I A G R A M M Vielfältiger Zugang: So gehen die Deutschen ins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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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ZELLENTE FORSCHUNG
P A N O R A M A

Mission Rosetta 
Die Mission der europäischen Weltraumorgani-
sation ESA erforschte die Entstehungsgeschichte 
unseres Sonnensystems. Das DLR hatte großen 
Anteil beim Bau der Landeeinheit Philae und be-
treibt das Kontrollzentrum, das die bisher nie 
 gewagte Landung auf einem Kometen betreute.

Rosetta-Sonde
Zehn Jahre war die 
Sonde unterwegs, 
um Philae auf dem 
Kometen Tschurju-
mow-Gerassimenko 
abzusetzen.

Philae Lander
Philae setzte als erster 
Apparat weich auf  
einem Kometen auf.

Philae Lander

Neumayer-Station III
Im ewigen Eis der Antarktis betreibt das Alfred-Wegener- 
Institut die Forschungsstation Neumayer III, in der  
ganzjährig Wissenschaftler leben und arbeiten. Sie steht 
auf Stelzen und wächst mit der Schneedecke mit.

6 Kräne
9 Winden

Gemeinschaftsdeck
mit Messe  
und Bibliothek

Forschungsschiff Sonne
Die Sonne ist das jüngste Schiff der deutschen Forschungsflotte 
und seit Ende 2014 vor allem im Pazifik und im Indischen Ozean den 
Geheimnissen der Tiefsee auf der Spur. Das High tech-Schiff gilt  
als eines der modernsten Forschungsschiffe der Welt.

Lagerdeck
mit 20 Wissen-
schaftler-Kabinen

Arbeitsdeck
8 Labors auf 600 m2

Kabinendeck
mit 33 Crew-Kabinen

Unterwasserfahrzeug
Es ist ferngesteuert und 
mit Videokamera und 
Greifarmen ausgerüstet.

Wasserschöpfkranz
Das Gerät nimmt Was-
serproben und misst 
Temperatur und Tiefe. 

Multicorer
Er kann gleichzeitig viele 
kleine Proben vom Meeres-
boden ausstechen.

Masse: 2.300 Tonnen
Größe: 68 x 24 m
Nutzfläche: 4.890 m2 über vier Etagen
Labor/Büro: 12 Räume
Unterkünfte: 15 Räume, 40 Betten

Gewicht: 100 kg
Dimension: 1 x 1 x 0,8 m
Landung: 12. November 2014

Länge: 116 m
Geschwindigkeit: 12,5 kn
Seezeit (max.): 52 Tage
Personal (max.): 40 Personen
Einsatzgebiete: Indik, Pazifik

399
Hochschulen  

und Universitäten

81
Max-Planck- 

Institute weltweit

2,8 Mio.
Studierende an  
Hochschulen

72
Fraunhofer- 

Institute

92,2 Mrd. € 
Ausgaben für Forschung  

und Entwicklung

93
Forschungseinrichtungen  
der Leibniz-Gemeinschaft

586.030 
Forscherinnen und  

Forscher

18
Forschungszentren der 

Helmholtz- Gemein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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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에  대 한  더  많 은  정 보

독일의 정치와 경제, 문화, 학술, 사회에 대해 더 많

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웹사이트(deutschland.de)

를 방문해보세요. 이 웹사이트는 뉴스에서 보도한 

사실 이면의 사실과 각종 기관에 대한 연락처, 유학

책
“독일에 관한 모든 것”의 개정판은 현재 독일의 
모습을 다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은 주제에 관한 핵심정
보를 제공하는 “엿보기” 코너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 주제를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상세하게 다
루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장마다 주요 키워드에 대
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링크와 크로스 미
디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14개 언어로 제공
→ 9개 장으로 구성 
→ 다양한 정보 제공
→ 정보 검색을 위한 키워드 소개 
→ 각 주제별 주요 단체와 기관 소개
→  AR APP으로 인쇄판과 온라인판 연계

엿보기: 각 장이 다루는 주제에 대한 독일의 시사
적인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테마: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텍스트를 통해 주요 
주제를 깊이 있고 포괄적
인 시각에서 다룹니다.

파노라마: 다채로운 시각자료
로 각 장이 다루는 주제에 관
한 이해를 돕습니다.

독일에 관한  
모든 것 -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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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about-germany.de: 
현대적인 디자인과 압축적인 정보의 만남 

추가 디지털 자료
1. 앱 스토어에서 무료 앱 “AR Kiosk”를 모바일 기
기에 다운받으세요. “AR Kiosk”는 iTunes 와 Goo-
gle Play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앱을 실행하시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
용해 VIDEO & AR APP 아이콘을 스캔하세요(23, 
39, 59, 79, 95, 115, 135, 155쪽). 그 외에도 각 장마
다 제공되는 디지털 자료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3. 앱이 아이콘을 인식하는 즉시 보너스 콘텐츠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디지털
facts-about-germany.de 웹사이트는 포괄적인 
멀티미디어 자료로 독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반응형 웹 디자인 덕
분에 모바일 기기로 웹사이트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 관한 모든 것”은 E-페이퍼 
버전과 E-리더 버전으로도 존재합니다. 2018년 
facts-about-germany.de 웹사이트는 독일 디자
인 위원회가 주최하는 독일 디자인 어워드에서 “
엑셀런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 온라인 출판물
(Excellent Communications Design – Online 
Publications)” 부문 상을 수상했습니다.

과 취업 및 여행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 전 세계의 소식 중 독일과 관계 있는 주제와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10개 지역으로 구분해 소개

하면서 세계적인 시각에서 독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SNS으로도 독일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14개 언어로 제공
→ 영상 및 인터랙티브 그래픽 제공
→ “독일의 역사”장 추가 
→  포괄적인 배경지식과 각 장의 주제에 대한 상

세키워드

V I D E O A R  A P P

deutschland.de
facebook.com/deutschland.de

instagram.com/deutschland_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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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부문 상을 수상했습니다.

과 취업 및 여행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 전 세계의 소식 중 독일과 관계 있는 주제와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10개 지역으로 구분해 소개
하면서 세계적인 시각에서 독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SNS으로도 독일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14개 언어로 제공
→ 영상 및 인터랙티브 그래픽 제공
→ “독일의 역사”장 추가 
→  포괄적인 배경지식과 각 장의 주제에 대한 상
세키워드

deutschland.de
facebook.com/deutschland.de
twitter.com/en_germany
instagram.com/deutschland_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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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연방주의에 기초한 연방국가다. 연방정부
와 16개 주(州)는 각기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한
다. 치안, 학교, 대학교, 문화 및 지방자치행정은 
각 주(州)의 권한 하에 있다. 16개 주(州) 행정부는 
각 주(州)의 법뿐 아니라 연방법도 집행한다. 각 
주(州)의 정부는 연방상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
정에 직접 개입한다.

독일의 연방주의는 단순한 국가제도를 넘어 독일
의 분권화된 문화와 경제구조의 토대로 오랜 역
사를 지닌다. 독일의 16개 주(州)는 독립적인 정
치 권한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강한 정
체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기본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각 주(州)의 독립된 위상을 명시하였다. 
그 후 1990년 독일이 통일을 이루면서 브란덴부
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 작센안할

트, 튀링겐 등 5개의 신 연방주(州)가 탄생하였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州)는 인구가 1,790만 
명으로 독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州)이고, 
바이에른 주(州)는 면적이 70,540 평방킬로미터
로 독일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주(州)이다. 독일
의 수도인 베를린은 1평방킬로미터당 인구가 
4,012명으로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독일엔 독특
하게도 도시이자 동시에 주(州)이기도 한 3개의 
도시주(州)가 있는데, 바로 베를린, 브레멘, 그리
고 함부르크이다. 독일에서 가장 작은 주(州)는 
면적 420평방킬로미터, 인구 679,000명의 브
레멘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州)는 유럽에서 
가장 경제력이 우수한 지역 중 하나이다. 자를란
트 주(州)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보호령
이었다가 1957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10번째 연
방주로 독일 영토에 편입되었다. 

연방공화국 ∙ 문장 & 상징 ∙ 인구 ∙ 지리 & 기후 ∙  

의회 & 정당 ∙ 정치체제 ∙ 연방정부 ∙ 

 세계가 사랑하는 독일인 

한눈에 보는 독일

연방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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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 센

노 르 트 라 인 베 스 트 팔 렌

라 인 란 트 팔 츠

자 를 란 트

바 덴 뷔 르 템 베 르 크

니 더 작 센

슐 레 스 비 히 홀 슈 타 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브 란 덴 부 르 크

작 센 안 할 트

튀 링 겐 작 센

바 이 에 른

베 를 린

포츠담

함 부 르 크

비스바덴

뒤셀도르프

하노버

브 레 멘

킬

슈 베 린

마그데부르크

에르푸르트 드레스덴

마인츠

뮌헨

슈투트가르트

자르브뤼켄

  주도

16 개 연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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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는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독일 국장 문양이
다. 연방대통령, 연방상원,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
하원 모두 모양은 다르지만 독수리를 상징으로 사
용한다. 동전이나 각종 스포츠 국가대표 유니폼에
도  형태만 조금씩 다른 독수리 문양이 사용된다.

독수리

독일의 기본법은 독일 연방 국기가 검정색, 빨간
색, 금색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의 
독일 국기는 1949년에 도입되었는데, 1919년에 도
입된 독일공화국의 국기를 계승한 것이다. 나치정
권 시절에는 독일의 삼색 국기가 금지되고 하켄크

로이츠(갈고리 십자) 국기로 대체되었다.

국기

1990년 체결된 통일조약에 따라 10월 3일은 독일통
일의 날로 법적 공휴일이 되었다. 독일통일의 날은 
연방법에 명시된 유일한 법적 공휴일이기도 하다. 

2002년 1월 1일 독일에는 유로화가 도입되었다. 
1948년부터 통용되었던 마르크화 대신 도입된 것
이다. 유럽중앙은행은 독일의 금융 중심지인  프랑

크푸르트 암 마인에 소재해 있다.

.de는 독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메인이
며 세계에서 가장 애용되고 있는 국가 도메인이기도 
하다. 한편 외국에서는 독일의 국가번호 +49를 이용
해 독일개인 가정의 99.9%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

락을 취할 수 있다.

국경일

통화 도메인

1949년 본에서 채택된 기본법은 원래 임시적으로 사
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독일
의 헌법이 되었다. 총 146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 기
본법은 독일의 다른 모든 법규범보다 상위에 있으며 

국가 제도와 가치 판결의 기반이 된다.

기본법

3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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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    nig    –    keit     und      Recht       und         Frei    –     heit
Da   –   nach       lasst     uns         al       –      le           stre   –    ben

Ei     –   nig     –     keit        und      Recht      und          Frei    –     heit

Blüh        im          Glan     –   ze       die    –   ses           Glü    –    ckes,

blü     –     he,            deut     –    sches        Va      –     ter     –     land!

sind         des           Glü      –   ckes        Un     –   ter      –        pfand.

für         das            deut   –  sche        Va      –      ter      –       land!
brü    – der        –     lich        mit       Herz           und             Hand!

요제프 하이든의 “황제 찬가”(1796/97) 멜로디에 아우구스트 
하인리히 호프만 폰 팔러스레벤의 “독일인의 노래”(1841) 3절

을 붙여서 국가로 사용한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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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구구조의 변화는 출산율 저하, 기대수명 
상승 그리고 사회의 고령화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1964년 신생아 수 136만 명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이후 독일의 출산율
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
나 2016년 기준 신생아 수는 여성 1명 당 1.59명으
로 5년 연속 상승하면서 독일의 출산율은 유럽 중
위권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럼에도 지난 35년 동
안 유아동세대의 인구가 성인세대보다 1/3가량 적
었고, 50대 인구는 오늘날 신생아보다 2배 많다. 
동시에 기대수명이 높아졌다. 평균 기대수명은 남
성은 78세, 여성은 83세이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와 사회복지제도에 주는 
타격은 이민자의 유입으로 다소 상쇄되고 있다. 
독일에 거주하는 이들 중 22%(1,860만 명)는 이
민 배경이 있다. 그 중 절반 이상은 독일 시민권자
이다. 독일북쪽에 살고 있는 덴마크인(5만 명)과 
프리슬란트인(6만 명), 독일과 폴란드 간 국경을 
따라 살고있는 소르비아족(6만 명), 신티족과 로
마족(7만명) 등 독일의 네 개 소수민족은 “예로부
터 독일에 살았던” 것으로 인정되어 특별한 보호
와 지원을 받는다. 

인구

1,865,000
국 내  이 주 민  2 0 1 6

1,365,000
해 외  이 주 민  2 0 1 6

4,080 만
가  구

남성여성

기 대 수 명

/83 세 78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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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구 조

8,260 만
인 구 성 별 구 조

여자
4,074 만

남자
4,183 만

남자여자단위: 1,000명 단위: 1,000명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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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 기후

독일은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하며 9개 국가와 국
경이 맞닿아 있어 유럽에서 가장 이웃국가가 많은 
나라이다. 독일은 북쪽으로는 발트해와 북해와 맞
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알프스 산맥이 뻗어있다. 
독일에서 가장 높은 곳은 바이에른 주(州)에 있는 
2,962미터 높이의 추크슈피체 봉이다. 독일에서 
가장 낮은 지역역은 표고보다 3.54미터 낮은 슐
레스비히홀슈타인의 노이엔도르프 작센반데이
다. 독일은 면적이 357,340 평방킬로미터로 프랑
스, 스페인, 스웨덴에 이어 유럽연합에서 네 번째
로 넓은 나라이다. 국토의 1/3은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수와 강이 국토의 2% 이상을 차지한다. 그 
중 가장 긴 강은 라인 강으로, 독일 남서쪽에서 독
일과 프랑스의 국경 역할을 하며 더 북쪽으로는 
본, 쾰른, 그리고 뒤셀도르프를 지난다. 라인 강 다
음으로 긴 엘베 강은 드레스덴, 마그데부르크, 
그리고 함부르크를 지나 북해로 흘러 들어간다.

독일의 기후는 온화하다. 7월에는 평균기온이  
최고 21.8℃, 최저 12.3℃다. 1월에는 평균기온이 
최고 2.1℃에서 최저 -2.8℃ 사이다. 키칭겐에서 
40.3℃를 기록했던 2015년 7월 5일이 기상 관
측 이래 가장 기온이 높은 날이다.   

베를린
891.70 km2

수 도

면 적

357,340 km2

중부유럽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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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크슈피체
2,962 m

가 장  높 은  산

라인
865 km(독일 내)

가 장  긴  강해 안

2,442 km

숲 의  면 적

114,191 km2

1,595
일 조 시 간

850 l/m2
강 우 량

KOR_006-021_AUF-EINEN-BLICK_2018_Druck.indd   13 2018/6/21   下午5:05



추크슈피체
2,962 m

가 장  높 은  산

라인
865 km(독일 내)

가 장  긴  강해 안

2,442 km

숲 의  면 적

114,191 km2

1,595
일 조 시 간

850 l/m2
강 우 량

KOR_006-021_AUF-EINEN-BLICK_2018_Druck.indd   13 2018/6/21   下午5:05



한 눈 에  보 는  독  일14 | 15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자유, 비밀, 
직접 선거로 4년마다 독일 연방하원을 선출한다.  
연방하원은 독일의 의회이다. 최소 598개의 연방
하원 의석 중 절반은 주(州)명부 투표(제2투표)로 
채우고, 299개 지역선거구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
(제1투표)에서 당선된 의원으로 나머지 절반을 채
운다. 독일은 선거제도의 특성상 하나의 정당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당 
간의 연립이 일반화되어 있다.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이른바 5% 조항을 두어 군소정당의 연
방하원 진출을 제한하기도 한다. 19대 독일 연방
하원에는 기민당(CDU), 기사당(CSU), 사민당
(SPD), 독일을 위한 대안(AfD), 자민당(FDP), 좌
파당(Die Linke) 그리고 동맹 90/녹색당(Bünd-
nis 90/Die Grünen) 등 7개 정당이 진출했으며, 
총 의석수는 709석이다. 기민당과 기민당의 자매
정당으로 바이에른에서만 활동하는 기사당은 
1949년 이래 연방하원에서 연합교섭단체를 구성
하고 있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당이 19대 하
원에 처음 진출했으며, 4년 전 연방하원 원내 진
입에 실패했던 자민당은 이번엔 연방하원 진출에 
성공하였다. 기민당/기사당과 사민당이 독일의 현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총리는 앙겔라 메르
켈(기민당), 부총리는 올라프 숄츠(사민당) 그리고 
외무장관은 하이코 마스(사민당)이다. 독일을 위
한 대안당, 자민당, 좌파당과 녹색당은 연방하원 
내 야당을 구성한다.  

의회 & 정당 독일 기독교민주주의연합당(CDU)   
당원 427,173명  

선거 득표율(2017): 26.8%

독일 사회민주주의당(SPD)  
당원 463,723명

선거 득표율(2017): 20.5% 

좌파당(Die Linke)
당원 62,182 명

선거 득표율(2017): 9.2%

동맹 90/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당원 65,257 명

선거 득표율(2017): 8.9% 

독일 기독교사회연합당(CSU)
당원 141,000명

선거 득표율(2017): 6.2%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당원 29,000 명

선거 득표율(2017): 12.6% 

자유민주당(FDP) 
당원 63,050 명

선거 득표율(201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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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은 최소 598명의 의석으로 구성된다. 여기
에 일반적으로 일명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이 추가된
다. 2017년에 선출된 19대 연방하원은 총 709 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좌파당
69석

녹색당
67석기민당

200석

독일을  
위한 대안

92석

사민당
153석

709석

연방상원
연방상원은 독일의 5대 헌법기관 중 하나이다. 연방상원은 주(州)정 
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16개 주(州)에서 파견한 69명의 대표로 구 
성된다. 각 주(州)는 인구 수에 비례해 최소 3명에서 최대 6명까지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니더작센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4   튀링겐바덴뷔르템베르크   6

4   슐레스비히홀슈타인바이에른   6

4   작센안할트베를린   4

4   작센브란덴부르크   4

3   자를란트브레멘   3

4   라인란트팔츠함부르크   3
6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헤센   5

63

연방하원

무소속
2석

자민당
80석

기사당
46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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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1956년 출생, 2017년 3월  
연방대통령 취임

국민

주(州)의회

주(州)정부

독일의 모든 국민은 만 18세부터 선
거권을 갖는다. 유권자는 보통, 직
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한다.

주(州)의회는 보통 5년을 임기로 한
다. 주(州)의회의 권한과 조직은 각

주(州)헌법을 따른다.

각 주(州)의 의회가 비밀투표를 통
해 주(州)정부를 선출하며 주(州)정

부를 해산할 수도 있다.

선출

선출

선출

구성

구성

정치체제

서열상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높은 직책은 연방

대통령이다. 공식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직책은 연

방하원 의장이다. 부대통령은 연방상원 의장직을 겸

하는데, 연방상원 의장직은 임기가 1년이고 주(州)총

리들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 연방총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정치권력을 행사한다. 연방헌법재판소장 역

시 연방을 대표하는 고위 직책 중 하나이다.  

앙겔라 메르켈, 1954년 출생,
기민당, 2005년 11월
연방총리 취임

볼프강 쇼이블레, 1942년 출
생, 2017년 연방하원
의장 취임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1963
년 출생, 연방헌법재판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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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총리
연방총리는 연방하원이 비밀투
표로 선출한다. 연방총리는 정

책방향을 결정하며 내각을
이끈다.

연방정부
연방정부는 연방총리와 연방장

관들로 구성된다. 연방장관
은 각 주무부처를 관할한다.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는 1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그 중 절반은 연방하원에 의
해, 나머지 절반은 연방상원에 의해 2/3

다수 원칙으로 선출된다.

제안선출

구성

선출

선출

선출

연방회의
연방회의는 연방대통령 선출을 위
해 특별히 구성되는 회의로, 비밀
투표를 통해 5년 임기의 연방대통

령을 선출한다.

연방하원
연방하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며

총 598명의 의석으로 구성된다. 여
기에는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이 추
가된다. 연방하원은 입법과 대 정부 

감독을 주요 업무로 한다.

연방상원
연방상원은 각 주(州)정부에서 파견
한 69명의 주(州)정부 대표로 구성
된다. 많은 분야의 입법절차가 연방

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선출

연방대통령
연방대통령은 국가원수로 일차

적으로 독일을 대외적으로 대변하
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 외에도 연
방총리와 연방장관을 임명하고

법률을 발효한다. 

임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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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총리와 연방장관은 연방정부 즉, 내각을 구
성한다. 내각은 총리의 정책방향 결정권 외 주어
진 정책방향의 틀에서 연방장관들이 관할영역
을 자체적으로 지위하는 주무 관할 원칙, 그리고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연방정부가 다수결로 결
정하는 합의제를 토대로 한다. 내각은 14명의 장
관과 연방총리로 구성된다. 각 부문의 연방 정부
부처는 해당 부문의 최상위 연방기관이다. 연방총
리는 정책방향을 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총리실과 각 연방 부처에는 약 18,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인력이 일하고 있는 곳
은 외무부와 국방부이다. 8개 연방부는 베를린에, 
나머지 6개 연방부는 본에 자리하고있다. 모든 연
방부는 베를린과 본에 각각 사무처를 두고 있다. 

연방정부 연방 정부 부처

연방재무부
→ bundesfinanzministerium.de 

연방내무∙건설∙고향부
→ bmi.bund.de 

연방외무부
→ www.diplo.de 

연방경제∙에너지부 
→ bmwi.de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
→ bmjv.de

연방노동∙사회부
→ bmas.de

연방국방부
→ bmvg.de

연방식품∙농업부
→ bmel.de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 bmfsfj.de

연방보건부
→ 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
→ bmvi.de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 bmu.de

연방교육∙연구부 
→ bmbf.de

연방경제협력∙개발부
→ bmz.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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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통령 & 연방총리

콘라드 아데나워(CDU) 1949–1963

루트비히 에르하르트(CDU) 1963–1966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CDU) 1966–1969

빌리 브란트(SPD) 1969–1974

헬무트 슈미트(SPD) 1974–1982

헬무트 콜(CDU) 1982–1998

게르하르트 슈뢰더(SPD) 1998–2005

앙겔라 메르켈(CDU) 2005–

테오도어 호이스(FDP) 1949–1959

하인리히 뤼브케(CDU) 1959–1969

구스타프 하이네만(SPD) 1969–1974

발터 셸(FDP) 1974–1979

카를 카르스텐스 
(CDU) 1979–1984

호르스트 쾰러(CDU) 2004–2010

크리스티안 불프(CDU) 2010–2012

요아힘 가우크(무소속) 2012–2017

연방총리연방대통령 1949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CDU) 1984–1994

로만 헤어초크(CDU) 1994–1999

요하네스 라우(SPD) 1999–2004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SP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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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통령 & 연방총리

콘라드 아데나워(CDU) 1949–1963

루트비히 에르하르트(CDU) 1963–1966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CDU) 1966–1969

빌리 브란트(SPD) 1969–1974

헬무트 슈미트(SPD) 1974–1982

헬무트 콜(CDU) 1982–1998

게르하르트 슈뢰더(SPD) 1998–2005

앙겔라 메르켈(CDU) 2005–

테오도어 호이스(FDP) 1949–1959

하인리히 뤼브케(CDU) 1959–1969

구스타프 하이네만(SPD) 1969–1974

발터 셸(FDP) 1974–1979

카를 카르스텐스 
(CDU) 1979–1984

호르스트 쾰러(CDU) 2004–2010

크리스티안 불프(CDU) 2010–2012

요아힘 가우크(무소속) 2012–2017

연방총리연방대통령 1949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CDU) 1984–1994

로만 헤어초크(CDU) 1994–1999

요하네스 라우(SPD) 1999–2004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SP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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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사랑하는 
독일인

위대한 거장, 용감한 선구자, 날카로운 사상가 등 독일

엔 많은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

다. 이 중 다수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다. 1951년부

터 전 세계로 진출한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공식명칭

인 괴테-문화원(Goethe-Institut) 역시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인 중 한 명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이름을 따 온 것이다. 전 세계의 바그너 팬

들은 “니벨룽겐의 반지”를 보기 위해 매년 바이로이트 

축제로 모여든다. 독일은 훔볼트, 아인슈타인, 뢴트겐

과 플랑크, 벤츠와 오토 등을 배출하면서 연구자와 엔

지니어의 나라로 자리매김하였다. 노벨화학상을 수상

한 슈테판 헬 물리학자와 알렉산더 게르스트 우주인 

등 오늘날에도 과학강국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처럼 큰 업적을 남기

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라 슈만, 마

리아 지빌라 메리안, 파울라 모더존 베커, 로자 룩셈

부르크, 안나 제거스, 조피 숄, 세계적인 현대무용가 

피나 바우쉬 등 많은 독일 여성들이 전 세계에 이름

을 알렸다. 또한 소설가 헤르타 뮐러 와 과학자 크리

스티안네 뉘슬라인-폴하르트와 같은 여성이 오늘날 

뛰어난 업적을 내고 있다. 남녀의 평등한 참여와 기

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이 여성

들은 모두 현대사회의 모범으로 꼽힌다. 

시인, 극작가, 학자: 요한 볼프강 폰 괴테
(1749–1832)는 “만능 천재”라 불리며 독일

문학계의 거장이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자유를 위한 투쟁가: 프리드리히 폰 실러
(1759–1805)는 세계연극계의 대표적인 극
작가(“군도”, “마리아 슈투아르트”, “돈 카를

로스”)이자 저명한 수필가이다. 

프리드리히 폰 실러

천재적인 바로크 시대 교회음악가: 요한 세
바스티안 바흐(1685–1750)는 엄격한 “푸가
의 기법“을 완성하고 200개 이상의 칸타타

와 오라토리오를 작곡하였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KOR_006-021_AUF-EINEN-BLICK_2018_Druck.indd   20 2018/6/21   下午5:05

낭만주의의 선구자: 루트비히 반 베토벤(1770–1827)은
형식은 분명하게 지키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음악에 개성

과 감성을 불어 넣었다(“교향곡 9번”).

루트비히 반 베토벤
영화계의 별: 마를렌 디트리히(1901–1992)는 독일 출신의
여배우 중 세계적 아이콘이 된 몇 안 되는 배우이다(대표
작: 푸른 천사). 베를린 출신의 마를렌 디트리히는 1939

년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마를렌 디트리히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의 대가: 토마스 만(1875–1955)은 20
세기 세계문학계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이다. 토마스 만
은 장편소설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로 1929년 노벨문학

상을 수상하였다.

토마스 만
독일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뉘른베르크 출신의 알브레히
트 뒤러(1471–1528)는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남다른 개성을 지닌 인물로 꼽힌다. 알브레히트 뒤러는 혁

신적인 목판화 및 동판화 기법을 선보였다. 

알브레히트 뒤러

정치가이자 세계시민: 빌리 브란트(1913–1992)는 연방총
리(1969–1974) 재임 당시 긴장완화정책을 추진하였다. 빌
리 브란트는 민주주의와 사회의 변혁이 이루어진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1971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빌리 브란트
X-선을 발견한 과학자: 빌헬름 콘라트 뢴트겐(1845–1923)
은 1895년 뷔르츠부르크에서 X-선을 발견하였다. X-선은 
그의 이름을 따 뢴트겐선으로도 불린다. 1901년에는 최
초의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그 이후 80명 이상의 독

일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빌헬름 콘라트 뢴트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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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적으로 성공한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국가이
다. 독일의 정치는 다양성을 자랑한다. 제19대 독일 
연방하원 선거(2019)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거둔 
기민당/기사당(CDU/CSU)은 처음엔 자민당(FDP)
과 동맹 90/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에 연
합정부 구성을 제안하며 연정협상을 착수했지만 
결국 본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후 기민당/기사당
(CDU/CSU)과 사민당(SPD)이 연정 구성을 둘러싸
고 기나긴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고 사
민당(SPD) 당원 표결에서 합의안을 승인하면서 
2018년 3월 마침내 대연정 정부가 구성되었다. 이
미 지난 임기에도 독일은 기민당/기사당(CDU/
CSU)과 사민당(SPD) 두 거대 정당이 연합해 정부

를 구성하였다. 총 709개 의석 중 대연정을 구성하
는 두 정당이 399석(기민당/기사당(CDU/CSU) 
246석, 사민당(SPD) 153석)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
을 위한 대안(AfD, 92석), 자민당(FDP, 80석), 좌파
당(Die Linke, 69석), 동맹 90/녹색당(Bündnis 90/
Die Grünen, 67석), 무소속(2석)이 야당을 구성한
다. 또한 처음으로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AfD)이 연방하원에 진출하였다. 독일 연방 공화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기민당
(CDU)) 연방총리는 2005년 독일의 정부 수반으로 
취임한 이래 네 번째로 총리직을 연임하고 있다. 올
라프 숄츠(재무장관 겸) 부총리와 하이코 마스 외
무장관이 내각을 구성하는 주요 사민당(SPD) 대표
다. 연방내각은 14명의 장관과 연방총리실장으로 

새로운 과제 ∙ 연방제 국가 ∙ 능동적 정치 ∙ 다양한 참여 방법 ∙ 
독일 정치의 중심 베를린 ∙ 살아있는 기억 문화

국가 & 정치

엿 보 기

새로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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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 자리한 제국의회 건물은 1999년 독일 연방하원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의사당의 유리돔은 영국 건축가 노만 포스터 경의 작품이다

국가, 정치, 현대사: 관련 영상
→ tued.net/ko/vid1

V I D E O A R  A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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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집권당은 “유럽의 새로운 출발, 독일의 
새로운 동력, 우리 나라의 새로운 결집”이라는 제
목의 연정협약을 바탕으로 협업한다. 

2018년 독일 경제는 9년 연속 성장을 보이고 있
고 고용률 또한 전례 없이 높은 가운데 국고수입
과 사회보장보험 수입도 증가했다. 연방 차원에서
는 신규 부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에너
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전력생산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하였다. 

1990년 통일 이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동서독 통
합은 독일인들 모두의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이루
어졌다고 평가된다. “2차 연대협약(Solidarpakt 
II)”으로 2019년까지 동독 지역에 1,565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이 협약으로 납세 의
무가 있는 모든 독일 국민은 세금의 5.5%에 해당
하는 “연대부가세”를 내면서 “동독 재건”에 계속
해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새롭게 부각되는 과제도 있다. 다른 산업국
가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인구 변화라는 큰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 이민과 통합도 주요 정치 의제 
중 하나이다. 이번 연방하원 선거 결과는 많은 국
민들이 불안과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연정협약에 명시했듯 “좋은 
것은 유지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논의와 개혁 그
리고 변화를 이끄는 용기를 입증”하려 한다. 

연방하원
선거, 의원, 원내교섭단체
→ bundestag.de

연방상원
구성, 과제, 회의
→ bundesrat.de

연방대통령
국빈방문, 일정, 과제
→ bundespraesident.de

웹 사 이 트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연방총리실에선 의장인 메르켈 총리의 주재 하에 연방 내각 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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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독일은 정당민주주의 국가다. 제19대 연방하원에는 

기민당/기사당(CDU, CSU), 사민당(SPD), 독일을 위

한 대안(AfD), 자민당(FDP), 좌파당 (Die Linke), 동

맹 90/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등 총 7개

의 정당이 진출했다. 그 밖에 5% 최저선을 넘지 못

해 연방정치에 제한적인 영향력만을 행사하는 약 

25개의 군소정당이 존재한다. 그 중 일부는 많은 주

(州)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민

주주의당(SPD)은 당원이 가장 많은 정당이다

(463,700명). 기독교민주주의연합당(CDU)의 당원

은 약 427,000명이고, 기민당(CDU)의 자매당이며 

바이에른주(州)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사회연합당

(CSU) 당원은 141,000명이다(2017년 기준). 

→ bundeswahlleiter.de

노동조합
독일노동조합연맹(DGB)은 총 8개의 산별노동조합 

및 총 600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230만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금속노조(IG Metall)가 산별노동조

합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금속노조는 무엇보다 자동

차 산업 부문의 노동자를 대변한다. 노동조합의 입

장은 정치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치 논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 dgb.de

산업협회
산업계의 상부조직인 독일산업총연맹(BDI) 산하에

는 35개의 산업분야별 연맹이 존재하며 약 10만 개

의 기업을 대변한다.

→ bdi.de

사회 운동
1970년대 이후 독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운

동, 시민운동 및 비정부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해 왔다. 50만 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는 독일환

경자연보호연맹(BUND)이 가장 큰 환경단체이다.

→ bund.net

여론조사
수많은 여론조사기관이 정기적으로 독일의 정치 및 

사회적 분위기를 조사한다. 인프라테스트 디맵 

(infratest dimap), 알렌스바흐(Allensbach), 포르사

(Forsa), 앰니드(Emnid), 선거연구그룹(Forschungs-

gruppe Wahlen)과 같은 기관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조사를 실시하지만, 그 외에 시사적인 문제 관련 여

론을 주 단위로 발표하기도 한다. 

기관 & 지원

본 장의 주제별 추가 정보 제공 - 부연설명
을 곁들인 링크 모음, 기사, 문서, 연설문. 연
방상원, 연방정부, 연방국가, 연방하원, 연
방헌법재판소, 기본법, 선거제도 등과 같은 
키워드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 tued.net/ko/dig1

한 눈 에  보 기

디 지 털  플 러 스

KOR_022-037_STAAT_2018.indd   25 2018/6/26   下午1:05



정당
독일은 정당민주주의 국가다. 제19대 연방하원에는 

기민당/기사당(CDU, CSU), 사민당(SPD), 독일을 위

한 대안(AfD), 자민당(FDP), 좌파당 (Die Linke), 동

맹 90/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등 총 7개

의 정당이 진출했다. 그 밖에 5% 최저선을 넘지 못

해 연방정치에 제한적인 영향력만을 행사하는 약 

25개의 군소정당이 존재한다. 그 중 일부는 많은 주

(州)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민

주주의당(SPD)은 당원이 가장 많은 정당이다

(463,700명). 기독교민주주의연합당(CDU)의 당원

은 약 427,000명이고, 기민당(CDU)의 자매당이며 

바이에른주(州)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사회연합당

(CSU) 당원은 141,000명이다(2017년 기준). 

→ bundeswahlleiter.de

노동조합
독일노동조합연맹(DGB)은 총 8개의 산별노동조합 

및 총 600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230만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금속노조(IG Metall)가 산별노동조

합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금속노조는 무엇보다 자동

차 산업 부문의 노동자를 대변한다. 노동조합의 입

장은 정치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치 논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 dgb.de

산업협회
산업계의 상부조직인 독일산업총연맹(BDI) 산하에

는 35개의 산업분야별 연맹이 존재하며 약 10만 개

의 기업을 대변한다.

→ bdi.de

사회 운동
1970년대 이후 독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운

동, 시민운동 및 비정부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해 왔다. 50만 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는 독일환

경자연보호연맹(BUND)이 가장 큰 환경단체이다.

→ bund.net

여론조사
수많은 여론조사기관이 정기적으로 독일의 정치 및 

사회적 분위기를 조사한다. 인프라테스트 디맵 

(infratest dimap), 알렌스바흐(Allensbach), 포르사

(Forsa), 앰니드(Emnid), 선거연구그룹(Forschungs-

gruppe Wahlen)과 같은 기관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조사를 실시하지만, 그 외에 시사적인 문제 관련 여

론을 주 단위로 발표하기도 한다. 

기관 & 지원

본 장의 주제별 추가 정보 제공 - 부연설명
을 곁들인 링크 모음, 기사, 문서, 연설문. 연
방상원, 연방정부, 연방국가, 연방하원, 연
방헌법재판소, 기본법, 선거제도 등과 같은 
키워드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 tued.net/ko/dig1

한 눈 에  보 기

디 지 털  플 러 스

KOR_022-037_STAAT_2018.indd   25 2018/6/26   下午1:05



국 가  &  정 치26 | 27

독일은 의회민주주의 국가이자 연방제 민주주의 
국가이다. 유권자가 4년마다 직선제로 독일의 
대표적 헌법기관인 독일 연방하원을 선출한다. 
연방하원은 입법과 대정부 감독을 주요 업무로 
한다. 연방하원은 비밀선거를 통해 의회의 임기 
동안 집권할 연방총리를 선출한다. 총리는 연방

정부의 정책방향 결정권을 행사해 주요 정책 기
반을 정하며, 연방장관을 임명하고 그 중에서 부
총리를 지명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를 구
성하는 정당이 연정 협상을 통해 각 정당에 할당
된 부처의 인사를 결정한다. 연정이 깨질 경우 
연방총리 역시 4년의 임기를 마치기 전에 물러
나야 할 수도 있다. 연방하원은 표결을 통해 언
제든지 정부 수반을 해임시킬 권한이 있기 때문
이다. 물론 이 경우 하원은 일명 “건설적 불신임
투표”를 통해 후임자를 결정해야 한다. 다시 말
해 독일에는 의회가 선출하지 않은 정부는 존재
할 수 없다.

연립정부는 독일의 보편적인 정부 형태이다

독일의 의회 즉, 연방하원의 성격을 규정하는 제
도로 인물 본위 비료대표제를 들 수 있다. 이 선거
제도 덕분에 군소정당 역시 선거에서 획득한 표 
수에 비례해 의석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
재까지 단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늘 선거에서 
경쟁한 여러 정당의 연합으로 정부를 구성하였
다. 1949년 첫 연방하원 선거 이래 24개의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다. 의회 분열 방지와 원활한 정

연방제 국가
테 마

∙  가장 큰 연방주(州): 노르트라인베스트팔
렌(인구: 1,790만명)

∙  가장 많은 연방 예산을 차지하는 부처: 연
방 노동·사회부(1,376억 유로)

∙  가장 큰 연방하원 전문위원회:  
경제와 에너지 위원회(위원 수: 49명)

∙  가장 높은 선거 참여율: 
1972년 연방하원 선거(91.1%)

∙  연방하원 내 가장 큰 교섭단체:기민당/기
사당(CDU/CSU) (의원 수: 246명)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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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구성을 위해 전체 득표율의 5%(또는 3개의 직
선 의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만이 연방하원에 진
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5% 저지조항).

연방제 국가인 독일의 가장 큰 특징은 16개 연방
주(州)가 경찰, 재난보호, 사법, 교육, 문화 등의 부
문에서 전반적인 독립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베를
린, 함부르크, 그리고 브레멘은 역사적인 배경으
로 각각 도시이면서 동시에 연방주(州)이기도 하
다. 특히 연방주(州)가 연방정부와 긴밀하게 연계

되어 있는 덕분에 주(州)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
해 연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연방상원을 통한 참여이다. 연방하원과 마찬가지
로 베를린에 자리한 연방상원은 주(州)정부 대표
로 구성되는 제2원이다. 인구가 많은 주(州)는 인
구가 적은 주(州)에 비해 연방상원에서 더 많은 의
석을 차지한다. 수많은 연방법과 법령이 연방상원
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방하원 내 야당
이나 연방하원에 아예 진출하지 못한 정당도 주
(州)정부의 구성원으로서 연방정치에 영향력을 

베를린 의사당 지붕: 하루에 약 8,000명의 관광객이 의사당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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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다. 연방하원 내 가장 적은 의석을 차
지했던 정당인 동맹 90/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과 좌파당(Die Linke)은 2011년과 2014
년 처음으로 (바덴뷔르템베르크와 튀링겐에서) 
주(州)총리를 배출했다.

독일에는 일률적으로 주(州)의회 선거가 실시되지 
않을뿐더러 각 주(州)마다 임기도 다르기 때문에 
연방하원의 한 임기 중에도 연방상원의 구성이 여
러 번 바뀔 수 있다. 현재로서는 연방정부가 연방
상원에서 안정적인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공화국 수립 이후 16개 주(州)에서 
전례 없이 다양한 연정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단일
한 목소리를 내고 다른 정치세력과 뚜렷한 구분이 
가능한 정치블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이에른에
서만 기사당(CSU)이 연립 파트너 없이 단독으로 
정권을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외 15개의 연
방주(州)를 살펴보면 2018년 초 기준 4개의 연방
주(州)에서 기민당(CDU)-사민당(SPD)이 주(州)
정부를 구성했고, 사민당(SPD)-녹색당(Die Grü-
nen), 기민당(CDU)-녹색당(Die Grünen), 좌파당
(Die Linke)-사민당(SPD)-녹색당(Die Grünen)이 
각각 2개의 연방주(州)에서 연립하여 정부를 구성

했다. 나머지 5개 주(州)엔 각각 사민당(SPD)-좌
파당(Die Linke), 기민당(CDU)-자민당(FDP), 기
민당(CDU)-녹색당(Die Grünen)-자민당(FDP), 
사민당(SPD)-자민당(FDP)-녹색당(Die Grünen), 
사민당(SPD)-기민당(CDU)-녹색당(Die Grünen)
이 연정을 구성한다.

연방대통령: 독일의 제 1 시민 

독일에서 의전상 가장 높은 직책은 연방대통령
이다. 대통령은 시민이 아니라 연방대통령 선출
을 위해 특별히 소집된 연방회의를 통해 선출되
는데, 연방회의의 절반은 연방하원 의원 전원이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각 주(州)의회에서 비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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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동독 지도부는 베를린에 장벽과 철
조망을 설치하여 동서독 지역 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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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본법을 채택한다. 8월 14일에
는 최초의 연방하원 선거가 실시된다.

이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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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법안의 합헌성이 의심될 경우 법률 발효를 
위한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방대통령의 연설은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데, 
연방대통령은 이와 같은 연설을 통해 가장 큰 영
향력을 행사했다. 연방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
을 지키지만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의회 또는 국민의 행
동을 촉구하기도 한다.  2017년 연방하원 선거 
후 독일 정국이 정부 구성에 전례 없이 큰 진통을 
보이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대연정 구성을 
통해 재선을 막으려 했다. 슈타인마이어의 이와 
같은 중재가 없었다면 사민당(SPD)은 연정협상
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고 결국 대연정은 성사되
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법의 수호자, 
칼스루에 소재 연방헌법재판소

칼스루에 소재 연방헌법재판소는 높은 위상을 
지니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기본법
의 수호자”인 연방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헌
법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해석을 제공한다. 제1재
판부와 제2재판부로 구성된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 간 권한쟁의를 심판하며 법이 기본법
에 부합하는지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독일 시민
이라면 누구든지 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
다고 판단할 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1999
연방하원과 연방정부는 베를린으
로 자리를 옮긴다. 의사당 건물은 
분단 시절 장벽이 서 있던 구 동독 
땅과 구 서독 땅에 절반씩 걸쳐져 
건축되었다. 일부 부처와 연방 기관
은 본에 남는다.

1969 
빌리 브란트가 총리로 선출되면서 
독일 역사상 최초로 기민당(CDU) 출
신이 아닌 정치인이 총리직에 오른
다. 사민당(SPD)과 자민당(FDP)으로 
구성된 연정의 동방정책은 독일과 
동쪽 이웃국가 간 화해를 위한 기틀
을 마련한다. 

1989/90 
평화 시위로 동독 정권이 무너진다. 
11월 9일에는 서독 국경이 개방된다. 
1990년 3월 18일 첫 자유선거가 실
시되고 10월 3일에는 동독이 연방공
화국에 편입된다.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Elections of the Federal 
Parliament 독일의 요청으로 유럽안보협
력기구(OSCE)가 2017년 9월 24일 실시된 
독일의 연방하원 선거를 감시하였다. OSCE 
전문가들은 독일은 해커 등 외부 세력의 선
거 조작 시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깨끗한 선
거를 치렀다고 보고했다.
→ osce.org

글 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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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정은 2021년까지 국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
하는 키워드로 “유럽의 새로운 출발, 독일의 새로
운 동력, 우리 나라의 새로운 결집”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목표 하에서 집권당은 평화, 안보, 번영
을 보장하는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EU)
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이다. 따라서 
2014년 달성한 균형재정을 유지하겠다는 목표 
하에 통화안정성 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유
로존 파트너 국가에 모범이 되려고 한다. 또한 더 

많은 EU 재정 분담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
혔다. 독일정부는 프랑스와 함께 유로존 강화와 
개혁을 이끌어 유로화의 글로벌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려 한다. 국내적으로 모든 국민이 경제호황의 
혜택을 누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정의가 확대되고 정치의 행동역량에 대한 국
민의 신뢰도 강화될 수 있다.

2017년 연방하원 선거 결과 당시 집권당이자 거
대정당인 기민당(CDU)/기사당(CSU)과 사민당
(SPD)의 득표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은 큰 폭
으로 상승해 연방하원의 제1야당으로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했다. 현재 지속적인 경기호황에도 많
은 국민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특
히 국민들의 이와 같은 우려와 여러 상황을 고려
해 연방정부는 국내의 결속 강화와 분열 극복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체계적인 정책
을 통해 가족을 강화하고, 노후보장 및 실업보호 
조치를 개선하며, 교육과 혁신 그리고 디지털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 한다. 난민 유입의 체계적
인 조절과 통합 개선은 연방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독일 기본법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 이에게 망명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한다. 또
한 망명권을 누리는 개인이 위기에 처했다면 이들

0.0유로
2017년 독일 연방정부의 예산 적자는 0.0
유로였다. 수입이 3,304억 유로, 지출이 
3,254억 유로였다. 경기호황으로 높은 세
수를 거두면서 2017년 연방정부는 4년 연
속 신규부채를 지지 않았다.
→ bundeshaushalt-info.de

숫 자

능동적 정치
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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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원을 중단 없이 제공하려 한다. 동시에 
연방정부는 더 이상 체류가능성이 없는 난민이 문
제 없이 독일을 떠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강화
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2018년 내에 유럽 공동 난
민제도 개혁안 완성을 기대하고 있다.

성공을 이어나가기

이미 지난 임기에 연방하원은 최초로 최저임금 도
입을 결정했다. 2018년 기준 시간당 8.84유로인 

최저임금제도는 전 산업 부분에 적용되며 정기적
으로 심의를 받는다. 그 밖에 2016년엔 대규모 주
식회사를 대상으로 여성할당제가 도입되었다. 해
당 기업은 본 제도에 따라 2017년 말부터 이사회 
임원의 최소 30%를 여성으로 할당해야 한다. 
2017년 말 기준 200개의 대기업 이사회에서 여
성 임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였다.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현저한 수준으로 높인 에너
지 전환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디지털 인프라 
확대 역시 독일 정부가 역점을 두는 과제이다. 

베를린에 위치한 연방하원은 독일 정치의 무대다. 제19대 연방하원은 총 70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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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독일 연방공화국 정치체계에서 핵심적이
고 특권적인 지위를 누린다. 기본법 제21조는 “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권리와 더불어 당은 내부
적으로 민주주의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따라서 당원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위원
회 및 후보를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최근 들어 
당 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정당들은 주요 
결정에서 당원의 의견을 직접 묻는다. 예를 들어 
2018년 연정협약에 관한 사민당(SPD)의 당원 
표결이 기민당/기사당(CDU/CSU)과 함께 연정
을 구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당은 
여론을 대변하지만, 지지기반은 갈수록 약화되
고 있다. 기민당/기사당(CDU/CSU)과 사민당
(SPD)을 예로 들면 이 3개의 정당을 지지하는 

100만여 명의 당원은 6,150만 명의 유권자 대
비 1.7%에 불과하다. 투표율 역시 낮아지는 추세
다. 선거 참여율이 1970년대와 1980년대 평균
적으로 가장 높았던 가운데(1972년 91.1%) 
2013년과 2017년에 실시된 연방하원선거는 
71.5%와 76.2%에 그쳤다.

젊은 사람들은 주로 시민사회 단체나 비정부기
구를 통한 정치 참여를 선호한다. 또한 정치적 표
현 및 활동 플랫폼으로서 소셜 미디어의 중요성
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서도 정치 과정에 참여
한다. 주(州)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몇 년 사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점점 더 
확대하였고 시민들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연방하원 선거 투표율: 감소 추세(단위: %)

1949 19831972 20051990 2017

76.277.777.8
89.191.1

78.5

다양한 참여 방법
테 마

국민의 목소리 
독일은 약간 변형된 인물 본위 비례대
표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른다. 모든 유
권자가 두 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
이다. 제1투표에서는 자신의 지역선거
구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선
택하고, 제2투표에서는 정당의 주(州)
명부에 투표를 한다. 연방하원의 의석 
수는 제2투표 결과가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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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참여율

48.3 %

46.1 %

39.3 %

37.7 %

연령대별 유권자 비율

바덴뷔르템베르크 (2011)

베를린 (2014)

함부르크(2010)

바이에른(2010)

3.6 %
18–21 세

11.8 %
21–30 세

13.9 %
30–40 세

14.7 %
40–50 세

20.0 %
50–60 세

15.4 %
60–70 세

20.7 %
70세 이상

지자체에서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보다 활발하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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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치의 중심 베를린
파 노 라 마

벨뷔궁
18세기 말에 건축된 벨뷔궁은 
1994년 이래 독일 연방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베를린 
티어가르텐의 가장자리에  
자리하고 있다. 연방총리처

연방총리는 신축된 연방총리실에
서 2001년 집무를 시작했다. 새 
연방총리실은 포스트모던 스타일
의 건축물로 외벽이 대부분 유리
로 이루어져 있다. 공관 앞 광장
에는 스페인 바스크 출신 예술가 
에두아르도 칠리다의 강철 조형
물 “베를린”이 설치되어 있다.

709명
19대 연방하원의 

의원 수

31 %
연방하원 의원 중 

여성 비율

3,000,000명
베를린 소재 연방하원을

찾는 연간 방문객 수

61,500,000명 
연방하원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유권자 수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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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뷔궁 

연방총리실

연방하원

연방상원

야콥 카이저 하우스

파울 뢰베 하우스

마리 엘리자베스 뤼더스 하우스

제국의회 건물
1894년에 건축된 이 역사적 
건물을 리모델링해 독일의회
가 현재 사용하고 있다.

연방하원
제국의회 건물의 유리돔은 
투명성을 상징한다.

베를린
미테

14명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의 수

24개
1949년 이래 집권했던 

연정의 수

12명
1949년 이래 선출된  

연방대통령의 수

8명
1949년 이래 집권했던  

연방총리의 수

티어가르텐

6월 17일의 거리

슈프레

1

2

3

4

5

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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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발생한 전쟁과 폭정, 이데올로기를 이유
로 자행된 범죄와 정치적 만행에 대한 반성 및 당
시에 박해를 받았던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독일의 
기억 문화에서 중요한 일부를 차지한다. 기억 문화
는 국가사회주의가 자행한 범죄에 대한 인식을 미

래 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생존자의 증언 수집을 핵심 과제로 한다. 다양한 
희생자 집단을 기리기 위해 독일 전역에 세워진 기
념관과 추모지 역시 이러한 기억 문화의 일부이다. 
베를린 한복판엔 홀로코스트로 학살당한 유럽 유
태인 600만 명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이 있다.

전쟁, 저항, 그리고 독재를 기억하다

2018년 11월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을 
기리고, 2019년은 독일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바이
마르 공화국의 의회가 처음으로 제헌회의를 개최
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과 동서독 간 장벽 붕괴 25주년 등 주요 역
사적 사건을 기린 2014년과 2015년은 독일인들에
게 무엇보다도 감사를 느꼈던 해였다. 우선 반(反)
히틀러 연대로 1945년 나치 세력에서 독일의 해방
을 이끈 연합국에 감사를 느꼈고, 전쟁 후 재건 기
회와 1990년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도 감사를 느꼈다. 그리고 범죄 행위에 대해 증
언을 한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2차 세계대전 후 독
일에 손을 내민 이들에 대한 감사도 있다. 

독일과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과거 국가사
회주의 정권 하에서 박해, 살인 또는 강제 
추방을 당한 유태인들을 기리기 위해 그들
이 살았거나 일을 했던 장소에 일명 슈톨퍼
슈타인(“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박아 두
었다. 약 10X10 센티미터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을 한 콘크리트 덩어리 표면에 황동을 
입혔고 희생자의 이름, 출생 및 사망 연도 
등을 새겨 희생자를 기린다.
→ stolpersteine.eu

참 고

살아있는 기억 문화
테 마 

KOR_022-037_STAAT_2018.indd   36 2018/6/26   下午1:05

소비에트 점령 시절(1945–1949)과 동독(1949–
1990) 체제 아래에서 공산주의 독재에 대한 기억 
역시 독일의 분단과 동독 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 계승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동독의 국
가보안부(슈타지)가 남긴 문서를 보존하고 분류
하며 당사자와 학자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문서
를 관리하는 연방특임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베를
린 호헨쇤하우젠에 위치한 과거 동독 국가보안부 
본부 건물에서 상설전시를 개최해 국가보안부가 
동독 주민들을 감시, 통제, 위협하기 위해 어떤 도

구와 방식을 사용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치독재에 대한 저항을 기리기 위한 장소로는 베
를린 미테 지역의 벤들러블록에 위치한 독일저항
추모관이 있다. 이 추모관은 1944년 7월 20일 슈
타우펜베르크 대령이 나치정권을 전복하려다 실
패한 역사적 장소에 위치한다. 관람객은 독일저항
추모관에서 개인과 단체가 1933년부터 1945년까
지 어떻게 국가사회주의 독재에 대항하며 투쟁하
고 맞섰는지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나치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지

독일의 추모지와 기념관

지 도

독일 전역의 많은 추모지에서 나치 폭정의 희생자를 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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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비군사적 대외정책 ∙ 평화와 안보를 위한 적극적 활동 ∙ 유럽통합의 대변인 ∙ 

인권보호 ∙ 다양한 네트워크 파트너 ∙ 

지속 가능한 개발

대외정책

엿 보 기

독일의 비군사적 대외정책

독일은 국제정치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방면
으로 참여하고 있다. 독일은 약 200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국제적인 비공식 협의체
인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와 모든 주요 다국적 기구에 회
원으로 활동 중이다. 2018년 하이코 마스
(SPD)가 독일 외무장관으로 취임하였다. 베를
린에 본부를 둔 외무부에서는 약 11,6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독일은 총 227개 재외공간을 
두고 있다.

독일 대외정책은 세계 평화 및 안보 유지를 최
우선 목표로 하며 다국적 협력체제에 포괄적 통

합을 기본 토대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유럽연합(EU)에서 프랑스와 긴밀하게 협력하
며, 가치공동체인 범대서양 동맹체제를 미국과 
확고히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존립권을 위해 적
극 나서며, 국제연합(UN) 및 유럽 평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및 협조하고 유럽안보협력회
의(OSCE)를 통해 유럽의 안보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독일은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평
화, 안보,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 나서고 있다. 
독일이 주도적으로 추구하는 광의의 안보는 분
쟁예방, 군비축소, 군비통제 외에도 경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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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다국적 협력체제를 확고한 기반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한다

대외정책: 관련 영상  
→ tued.net/ko/vid2

  V I D E O    A R  A P P

KOR_038-057_AUSSENPOLITIK_2018.indd   39 2018/6/29   上午9:32



독일은 다국적 협력체제를 확고한 기반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한다

대외정책: 관련 영상  
→ tued.net/ko/vid2

  V I D E O    A R  A P P

KOR_038-057_AUSSENPOLITIK_2018.indd   39 2018/6/29   上午9:32



대외정책40 | 41

외무부
일정, 인물, 주제, 연락처
→ diplo.de

유럽연합
24개 언어로 유럽연합 관련 정보를 제공하
는 유럽연합의 공식 웹사이트
→ europa.eu

OSZE 
독일 연방공화국의 OSCE 상설대표부
→ osze.diplo.de

웹 사 이 트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포괄한다. 이와 같
은 발전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세계화, 초국가적 환경 및 기후 보호, 문화 간 대
화 그리고 방문자와 이주민에 대한 개방된 자세 
등을 포함한다.

1990년 초 동서갈등 종식 후 독일의 대외정책
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과제에 동시에 직면하였
다. 독일은 다자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1990년 통일 이후 더욱 커진 국제적 책임을 이
행하고 있다. 독일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분쟁
의 정치적 해결, 평화 보장을 위한 정책기반 유
지, UN 평화유지군 파견 등을 통한 분쟁예방 
등에 기여하고 있다. 마스 외무장관이 2018년 
초 UN 총회연설에서 밝혔듯 독일은 UN의 위
기방지 활동에 대한 분담금 납부규모를 3배 증
액해 UN의 해당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안보는 군사적 방위 이상의 노력을 요하
기 때문에 독일은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대
외문화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2019/2020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비
상임 이사국에 입후보하면서 이와 같은 국제적 
노력 의지를 강조하였다.

세계화 및 디지털화 심화와 세계의 급속한 변화
를 겪고 있는 오늘날 대외정책의 전통적인 사안
과 더불어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이나 프로파
간다를 통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등 
과거와는 다른 주제가 주요 대외정책 의제로 등
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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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독일은 195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153

개 대사관을 포함해 227개 재외공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도 12개의 국제기구에 상설대표부를 

두고 있다.

→ diplo.de

다국적 기구
독일은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

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유럽 

평의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

(WTO),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국적 기구의 회

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독일 연방군
내부 개혁 후 독일 연방군에서 활동하는 현역 군

인은 약 180,000여 명으로, 그 중 21,000명이 여

군이다. 2018년에는 3,700명의 연방군인이 14개

의 분쟁 지역에 투입되어 활동 중이다.

→ bundeswehr.de

분쟁 예방 전문가
국제평화작전센터(ZIF)는 분쟁 지역에 투입할 민

간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가를 중개한다.

→ zif.de

대외정책 씽크탱크
독일의 주요 외교안보정책 연구기관으로는 독일외

교정책협회(DGAP), 독일국제지역연구소(GIGA), 헤

센 평화·갈등연구재단(HSFK), 평화연구 및 안보정

책 연구소(IFSH), 학술·정치재단(SWP)이 있다.

정치재단
기민당(CDU), 기사당(CSU), 사민당(SPD), 좌파당

(Die Linke), 동맹 90/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자민당(FDP) 등 독일의 정당을 지원하

는 정치 재단은 세계 곳곳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이들 재단은 연방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각각

의 파트너 국가에서 정치 교육, 경제 발전, 민주적 

대화를 지원한다.

기관 & 지원
한 눈 에  보 기

본 장의 주제별 추가 정보 제공 - 부연설명
을 곁들인 링크 모음, 기사, 문서, 연설문. 
유럽연합에 관한 추가 정보 및 다국적 기
구에 관한 간략한 정보 제공
→ tued.net/ko/dig2

디 지 털  플 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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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외정책은 외교, 분쟁 예방, 그리고 평화
적 분쟁 해결을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두고 
있다. 포괄적 안보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판
사, 검사, 경찰, 재건지원자, 기타 민간 협력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연방군은 다국적 평화유지군
에 참여한다. 특히 군사적 수단을 투입해야 하
는 경우 독일 대외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긴밀한 다자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연방군의 위기관리 임무는 국제 연합(UN), 유럽
연합(EU),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와 같은 
국제 기구의 주도 하에서 실시되는 집단안보 및 
집단방어 체제를 따른다. 연방군의 해외 파병은 
정치, 개발정책, 사회경제 지원 등 민간 차원의 
지원과 함께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정책 틀에
서 이뤄진다. 연방정부는 연방군 파병과 관련
해 분쟁지역에서 독일의 국제 활동 참여에 대
한 지침을 수립하였다. 독일의 경우 무장 병력 
투입은 의회의 지시와 통제 하에서만 허용한
다. 연방군 파병은 독일 연방하원 다수의 동의
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연방군을 의회군이라
고 부르기도 한다.

독일은 연방군을 창설한 1955년부터 NATO에 
정치 및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다. NATO의 확
고한 일원으로 북대서양방위동맹체제 임무 참

평화와 안보를 위한 적극적 활동
테 마

∙  가장 규모가 큰 독일의 재외공관: 주모스
크바 대사관(직원 수: 약 300명)

∙  가장 규모가 큰 독일 연방하원 의원단:  
독∙미 의원단(의원 수: 80명)

∙  가장 규모가 큰 독일 내 EU 기관: 프랑크
푸르트 암 마인에 소재한 유럽중앙은행
(ECB) (직원 수: 3,380명)

∙  독일에 소재한 UN 산하 기관 수: 총 30
개, 이 중 19개는 본에 소재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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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독일 대외정책의 핵심적인 기반이다. 독일
은 아프가니스탄의 확고한 지원 임무(RSM)와 
코소보의 평화유지군(KFOR) 등 NATO 주도의 
임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NATO 작전에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 1992년
부터 현재까지 약 40개의 해외파병임무를 종
결했고 2018년 초 기준 3,500여 명의 연방군
인이 14개의 해외파병임무를 이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NATO는 본연의 임무인 
동맹국 방어를 다시 강화했으며, NATO 재정비
와 동맹국의 방어체계 재(再)강화를 위한 일련
의 조치를 단행했다. 독일은 NATO의 이와 같
은 새로운 전략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5년 
독일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와 함께 병력의 신
속한 투입과 NATO 동맹체제의 대응력 개선을 
위한 초신속합동군(VJTF) 창설을 적극 추진했
다. 독일의 제안으로 2014년부터 NATO 유럽 
회원국은 일종의 주도국(Rahmennation)을 
정해 이 국가가 핵심 군수장비와 시설을 지원
하고 다른 국가가 특수분야의 병력을 지원한
다. 안보공동체로서 유럽의 협력 강화를 목적
으로 하는 동 전략에 참여하는 EU 국가는 돌아
가면서 주도국을 맡고 있는데, 2019년 독일이 
다시 주도국이 되면서 독일은 초신속합동군
(VJTF) 강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밖에 
독일은 영공정찰임무(Air Policing)를 수행해 
발트해 국가의 영공 보호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
다. 또한 발트해 국가와 폴란드에서 실시 중인 
NATO의 전투군 배치 강화 전력(향상된 전진 
배치(eFP))에도 참여해 2017년부터 리투아니
아의 다국적군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독일: 높은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는 국제연합 
주요 회원국

1973년 UN 가입 이후 독일은 적극적이고 신뢰
할 수 있는 회원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독일
은 2018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

국으로 선출되면서 총 6회 비상임 이사국 활동
을 하고 있다. 독일이 UN에 기여하는 연간 분담
금을 보면 정규예산은 약 1억 6,100만 달러, 
UN 평화유지활동은 약 4억 6,600만 달러로 각
각 UN 총예산의 6.4%를 차지한다. 독일은 이
로써 2017/2018년 기준 UN 분담금 순위 4위
를 기록했다. 또한 2017년 독일은 유엔난민기
구(UNHCR)에 대한 기여금을 2013년 대비 3배 
확대했다. 현재 3억 8,700만 유로의 기여금으
로 독일은 미국에 이어 유엔난민기구에 2번째
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2018년 초 독일은 말
리와 레바논 등의 지역에서 5개의 UN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 중이며, 서방 선진국 중 UN 평화유
치활동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있다. 또
한 다수의 UN 기관이 독일에 들어섰다. 총 30
개의 UN 기관이 독일에 자리잡았으며 이 중 19
개는 독일 본에 소재한 UN 캠퍼스에 위치한다. 

독일은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지원자에 
대한 교육과 파견 시스템의 전문성을 높여 국
제기구의 평화유지활동에 좀 더 효율적인 지원
을 제공하려 한다. 2002년 설립된 국제평화작
전센터(ZIF)는 상시 투입 가능한 1,500명의 전
문가 풀을 갖추었고 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
다. 국제평화작전센터는 선별된 민간 지원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 내전지역이나 내
전은 종식됐지만 아직 그 여파로 고통 받고 있
는 지역으로 파견할 감독관이나 중재자로 이들
을 양성하고 파견지역에서 이들 전문가의 경험
과 활동을 분석한다. 국제평화작전센터는 연방 
외무부와 협력 하에 3,000명의 자원봉사자를 
중장기 선거 감독관으로 파견했으며 65개 국
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독일은 유럽 내 평화 및 안보를 보장하는 또 다
른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를 지원한다. 이 기구는 전신인 유럽안
보협력회의(CSCE)에서 1995년 유럽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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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독일 대외정책의 핵심적인 기반이다. 독일
은 아프가니스탄의 확고한 지원 임무(RSM)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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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14개의 해외파병임무를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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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새로운 전략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5년 
독일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와 함께 병력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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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일종의 주도국(Rahmennation)을 
정해 이 국가가 핵심 군수장비와 시설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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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해 국가의 영공 보호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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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의 전투군 배치 강화 전력(향상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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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높은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는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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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했다. 현재 3억 8,700만 유로의 기여금으
로 독일은 미국에 이어 유엔난민기구에 2번째
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2018년 초 독일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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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참여 중이며, 서방 선진국 중 UN 평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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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지원자에 
대한 교육과 파견 시스템의 전문성을 높여 국
제기구의 평화유지활동에 좀 더 효율적인 지원
을 제공하려 한다. 2002년 설립된 국제평화작
전센터(ZIF)는 상시 투입 가능한 1,500명의 전
문가 풀을 갖추었고 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
다. 국제평화작전센터는 선별된 민간 지원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 내전지역이나 내
전은 종식됐지만 아직 그 여파로 고통 받고 있
는 지역으로 파견할 감독관이나 중재자로 이들
을 양성하고 파견지역에서 이들 전문가의 경험
과 활동을 분석한다. 국제평화작전센터는 연방 
외무부와 협력 하에 3,000명의 자원봉사자를 
중장기 선거 감독관으로 파견했으며 65개 국
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독일은 유럽 내 평화 및 안보를 보장하는 또 다
른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를 지원한다. 이 기구는 전신인 유럽안
보협력회의(CSCE)에서 1995년 유럽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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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는 1975년에 체결된 헬싱키 최종의정서에 토대
를 두고 있다. 이 의정서는 무엇보다도 국경의 
불가침성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유럽 안보 질
서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 포럼인 유럽안보
협력기구

현재 유럽, 북아메리카, 중앙아시아의 57개 국
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
는 집단안보를 담당하는 기구 중 세계적으로 가
장 큰 지역 기구이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많은 
국가에 상주 대표단을 파견해 분쟁을 예방하고 
민주주의를 증진하는데 힘쓴다. 그 밖에 독일 또
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선거관리인 파견
제도를 통해 회원국의 선거를 정기적으로 감시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위기관리를 위한 주요 
기관이자 대화와 신뢰 형성을 위한 포럼으로서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

되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우크라이나의 정
치 협상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스크 협
정 준수와 본 협정에서 합의한 군대와 무기 철
수 이행을 감시할 650여 명의 민간 감독관을 우
크라이나 분쟁지역으로 파견해 특별감독업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유럽안보협
력기구는 동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노력을 지원
하고 있다. 2016년 독일은 유럽안보협력기구 의
장을 맡으면서 다른 분쟁지역(트란스니스트리
아, 나고르노카라바흐 등)을 주제로 열렸던 기
존의 협상 틀을 다시 살렸고 이를 통해 회담 재
개를 이끌었다. 2016년 함부르크에서 열린 유럽
안보협력기구 각료이사회는 유럽 안보정책이 직
면한 도전과제와 본 과제가 군비통제정책에 던
지는 시사점을 주제로 “심층적 대화”를 정례적
으로 실시하는 계획에 합의하면서 이를 내용으
로 하는 결의안(From Lisbon to Hamburg)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신뢰
를 재구축하고 안보정책 대화 플랫폼으로서 역
할을 강화하려 한다.

말리 주둔 EU 군사 훈련단(EUTM)과 같이 수많은 해외 임무에 독일 연방군을 파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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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와 군비통제에 주도적 역할

독일은 군비축소, 군비통제, 무기 확산금지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세계 안보에 중요한 기여
를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한다. 이와 같은 목표의 일환으로 독일은 
핵실험 금지 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7월 이란 핵 문제 해
결을 위해 비엔나에서 열린 협상에서 독일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 및 EU
와 함께 이란 핵 합의 체결을 이끌었다. 그 외에 
화학무기의 투입 금지를 명문화한 화학무기금
지조약 등 국제조약과 협약의 보편적 적용과 실
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자율무기 체계와 같은 신기술을 투입한 무기에 
대해서도 독일은 분명한 반대입장을 취하며 단
호한 군비통제 정책을 지지한다. 연방정부는 
인간의 통제가 개입하지 않고 인간의 최종결정
과 상관 없이 작동하는 완전히 자율화된 무기 
체계를 반대하며 전 세계가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독일 대외정책은 대인 지뢰 금지에 
관한 핵심 조약인 “오타와 협약”의 국제적 이행 
또한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은 2017년 지뢰제거와 지뢰희생자 지원 
프로젝트에 7,570억 유로를 지원하면서 관련 
부문에 가장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잉여 
무기와 탄약 폐기 및 위험소지가 높은 무기와 
탄약의 안전한 저장 역시 독일 대외정책이 중
점을 두고 있는 과제이다. 유럽안보협력기구 회
원국은 재래식 무기 통제 및 신뢰와 안전 구축
을 위한 조치를 중시한다. 독일은 현재 회원국
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고려해 이와 같은 조치
를 수정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
며,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유럽 
재래식 무기 통제의 새출발이라는 이니셔티브
를 착수했다. 또한 2016년 함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각료이사회에서 합의한 “심
층적 대화”는 2017년 독일의 주도적인 노력으
로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안보정책을 논의하는 
주요 포럼으로 부상하였다. 회원국은 이 대화
를 통해 안보 위협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
고 좀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안보 협력을 추진
하며 재래식 군비통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무력분쟁조사 
(Armed Conflict Survey) 2017 
런던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발
표에 따르면 전쟁에 따른 희생자 수가 2016
년 소폭 감소했다. 2016년 36개의 무장 분
쟁지역의 사망자 수는 157,000여 명으로 
2015년 대비 10,000여 명 감소했다. 시리
아 내전은 전 세계 분쟁 중 가장 잔혹한 분
쟁이었다. 내전으로 발생한 시리아 난민의 
90%가 이웃 국가에 거주 중이다. 2016년 
말 기준 전 세계 난민수는 
6,56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 iiss.org

글 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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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자율무기 체계와 같은 신기술을 투입한 무기에 
대해서도 독일은 분명한 반대입장을 취하며 단
호한 군비통제 정책을 지지한다. 연방정부는 
인간의 통제가 개입하지 않고 인간의 최종결정
과 상관 없이 작동하는 완전히 자율화된 무기 
체계를 반대하며 전 세계가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독일 대외정책은 대인 지뢰 금지에 
관한 핵심 조약인 “오타와 협약”의 국제적 이행 
또한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은 2017년 지뢰제거와 지뢰희생자 지원 
프로젝트에 7,570억 유로를 지원하면서 관련 
부문에 가장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잉여 
무기와 탄약 폐기 및 위험소지가 높은 무기와 
탄약의 안전한 저장 역시 독일 대외정책이 중
점을 두고 있는 과제이다. 유럽안보협력기구 회
원국은 재래식 무기 통제 및 신뢰와 안전 구축
을 위한 조치를 중시한다. 독일은 현재 회원국
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고려해 이와 같은 조치
를 수정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
며,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유럽 
재래식 무기 통제의 새출발이라는 이니셔티브
를 착수했다. 또한 2016년 함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각료이사회에서 합의한 “심
층적 대화”는 2017년 독일의 주도적인 노력으
로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안보정책을 논의하는 
주요 포럼으로 부상하였다. 회원국은 이 대화
를 통해 안보 위협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
고 좀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안보 협력을 추진
하며 재래식 군비통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무력분쟁조사 
(Armed Conflict Survey) 2017 
런던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발
표에 따르면 전쟁에 따른 희생자 수가 2016
년 소폭 감소했다. 2016년 36개의 무장 분
쟁지역의 사망자 수는 157,000여 명으로 
2015년 대비 10,000여 명 감소했다. 시리
아 내전은 전 세계 분쟁 중 가장 잔혹한 분
쟁이었다. 내전으로 발생한 시리아 난민의 
90%가 이웃 국가에 거주 중이다. 2016년 
말 기준 전 세계 난민수는 
6,56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 iiss.org

글 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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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독일만큼 이웃국가가 많은 나라도 
없다. 독일은 9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그 중 8개 국가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다. 
유럽이 거둔 가장 큰 정치적 성과인 유럽통합
은 독일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토대이다. 
유럽통합의 확대와 강화는 복합적인 업무이

며 많은 갈등을 동반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독
일 대외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1950
년대 초부터 시작된 EU라는 역사적 프로젝트
는 오늘날 28개 회원국의 5억 명이 넘는 EU
시민을 아우른다. 독일은 유럽정책을 실시해 
유럽통합의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동서대립의 종식 이후 통합된 하나의 
유럽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유럽통합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시장
이 형성되었다. 이 시장은 EU 국가들 간 재화,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로
마조약(1957)에 명시된 네 가지 기본자유를 
토대로 한다.

유럽단일시장의 규모와 경제력으로 EU는 세계
경제의 주요 시장이 되었다. IMF는 19개 국가가 
속한 유로존 지역이 2018년 2.2% 경제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EU 내 가장 규모가 큰 
경제강국인 독일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 시기에 
특별히 큰 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금융 및 부채
위기 발발 당시 독일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이를 잘 알 수 있다. 유로존 국가는 독일의 제안
으로 채무 위기국을 위한 대출 지원 기금인 유

유럽통합의 대변인
테 마

5억 1,200만
유럽연합의 28개 회원국에 사는 총 인구는 
5억 1,200만 명이다. 이로써 유럽연합은 중
국과 인도에 이어 가장 인구가 많다. 유럽연
합 시민은 총 24개 언어를 사용하며, 유럽
연합의 총 면적은 4백만km2이다. 총 GDP
는 15조 3,300억 유로이다. 유럽연합은 전 
세계 수출과 수입에서 15.6%와 14.8%를 차
지하면서 수출과 수입 각각 중국과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 europa.eu

숫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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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안정화 메커니즘(ESM)을 도입했다. 또한 프
랑스 및 다른 회원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독일
은 유로존의 강화와 개혁을 단행해 유로화의 위
기 대응능력을 높이려 한다.
 
유럽통합의 동력인 독일과 프랑스의 우호관계

유럽통합을 실시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했
고, 이는 서로 다른 두 나라가 성공적으로 화

해한 대표적 사례로 심심치 않게 소개되고 있
다. 양국 모두 오늘날 EU의 모체로 1957년 설
립된 유럽경제공동체에 참여한 6개 국가 중 
중 하나이다. 1963년 엘리제조약을 통해 명문
화된 독일과 프랑스의 우호관계는 시민사회와 
수많은 독일-프랑스 기관의 긴밀한 관계를 통
해 실현된다. 양국은 유럽 및 대외정책 관련 문
제에 긴밀한 조율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공
동의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유럽 정치의 건
설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57년 6개의 회원국에서 출발한 유럽연합은 총 7번의 과정을 거쳐 현 28개 회원국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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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유럽연합의 28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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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폴란드의 협력관계 또한 유럽 통합의 주
요 요소이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독일과 폴란
드의 우호관계는 1970년대 당시 빌리 브란트 연
방총리의 동방정책으로 독일과 폴란드가 화해
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그 후 독일통일의 대외
적 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 2+4 조약을 체결
하면서 독일과 폴란드 간 국경을 확실히 정하였
고, 같은 해에 국경조약을 체결하면서 독일과 폴
란드는 우호관계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1991년
에는 선린우호조약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우호 
관계를 제도적 틀에서 확고히 하였다. 또한 독일
과 프랑스 및 폴란드는 “바이마르 삼국동맹”이
라는 삼자간 틀에서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단일화된 행동을 통해 세계 속에서 더 큰 위상 확보

 2009년 리스본조약이 발효하면서 공동외교안
보정책(CFSP)이 제도적 틀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EU의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외교장관회의의 의장
인 동시에 유럽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2014년에 취임한 이탈리아 출신의 페데리카 모게
리니가 외교안보 고위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외
교안보 고위대표는 또한 공동외교안보정책과 관
련하여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임무를 담당
한다.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유럽대외관계청
(EEAS)의 지원을 받아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

다.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로 EU는 국제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
고 있다. 공동 외교·안보정책으로 EU는 위기관리
체제의 효과적인 이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EU의 위기관리체제는 민간 및 군사 수단 
투입을 모두 포괄하며, 장기적으로 유럽 안보·방
위공동체 창설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난민과 이민자가 유럽에 
집중적으로 유입하면서 유럽 국가 모두 난민 문제
에 직면하였다. 독일은 파트너 국가와 긴밀한 협
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답을 모색하
려 한다. EU 집행위원회의 “유럽 난민 아젠다”를 
통해 EU는 2016년 3월 터키와 난민 송환 협정을 
체결했고, 아프리카 난민 출신국 및 경유국과 이 
문제해결을 위한 파트너 관계를 맺었으며, 난민 
브로커 퇴치를 위한 행동에 나서는 등 난민 문제
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
은 노력 결과 난민이 유럽 땅을 밟기 위해 통과하
는 주요 루트에서 2017년 불법 난민의 수는 2016
년 대비 63% 감소했다. 그러나 EU 내 망명 신청
자의 균등한 배분은 여전히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독일은 위기방지 활동과 인도적 원조를 통해 
난민 발생 원인 제거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1993
유럽연합 시민들이 유럽의 통합을 
체감하게 된다. 룩셈부르크의 솅겐
에서 독일, 프랑스, 그리고 베네룩스 
삼국이 국경에서의 검문 검색을 폐
지하기로 합의한다. 후에 다른 국가
들도 이 조약에 가입한다.

1979
유럽인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가 실
시된다. 스트라스부르와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의회의 의원들이 최초로 
직선제로 선출된다. 그전까지 유럽
의회 의원들은 회원국의 국회에서 
파견되었다.

1957
유럽의 통합과정이 시작되었다. 벨
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
르크, 네덜란드가 로마조약을 체결
함으로써 유럽경제공동체(EEC)가 
탄생한다.

이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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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정보 제공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중
요하다. 따라서 외무부와 위기지역에 주재한 
재외공관은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피난을 
오는 것과 불법 난민의 위험을 알리고 있고 불
법 브로커가 퍼트리는 잘못된 정보에 단호하
게 맞서고 있다.

2020년 하반기 EU 순회 의장직을 맡는 기간 
동안 독일은 난민 관련 주요 정책을 집중적으
로 실시할 계획이다. 

2009
유럽연합은 국제사회에서 단일한 목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유럽연합은 
리스본조약 체결 이후 외교안보 고
위대표직을 신설한다. 그 밖에도 유
럽대외관계청(EEAS)을 신설한다.

2002
유럽에서 통용되는 통화가 탄생한다. 
유로화가 유럽연합 12개 회원국에서 
실물화폐로 도입된 것이다. 장부화폐
로는 이미 1999년부터 사용되어 왔
다. 신설된 유럽중앙은행(ECB)은 프
랑크푸르트에 자리를 잡는다.

2004
5월 1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
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
로베니아, 헝가리, 몰타, 키프로스가 
유럽연합에 가입한다. 3년 후 불가리
아와 루마니아가 2013년에는 크로
아티아가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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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인간의 존
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
력의 의무다.” 독일은 기본법 제1조에서 이와 
같이 “세상 모든 인간의 공동체 및 평화와 정
의의 기본 토대”로서 “훼손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 수호의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독일은 이러한 의무를 대외관계
에서도 다하고 있다. 인권 보호와 강화는 대외
정책과 국제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갈등과 분쟁의 씨
앗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일어나기 때문이
다. 독일은 EU 파트너와 함께 그리고 UN과 협
력 하에 전 세계적으로 인권 보호와 발전에 앞
장서고 있다. 

국제 인권기구에서 활동

독일은 UN의 주요 국제인권협약과 선택의정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인종차별철
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
약, 강제실종협약)에 서명한 당사국이다. 가장 
최근에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와 장애인
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했고 두 조약 모두 
2009년에 발효하였다. 독일은 개인소원절차
를 보장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
를 유럽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비준했다.

인권보호
테 마

독일의 수많은 비정부단체 역시 전 세계에
서 인권의 실현, 개발 지원, 인도적 지원을 
위해 나서고 있다. 이들 기구는 정치적 책
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시민들
의 의식 개선에도 기여한다. 또한 직접적
으로 나서 후원금을 모으거나 현지에서 자
체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도 한다. 개발 지
원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비정부단체 연
합 벤로(VENRO)에는 약 120개 단체가 소
속되어 있다.
→ venro.org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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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차별과 인종주의 금지를 지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비롯해 정치적 
참여, 법의 수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종교
와 가치관의 자유를 수호하며 인신매매 폐지, 주
거권과 깨끗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권리 보장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지구 상에는 여전히 거
의 21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공
급받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연간 4억 유로를 지원
하면서 이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지

원을 하고 있다. 새로운 인권 주제로 주목을 받
는 깨끗한 물 공급은 독일 개발협력정책이 중점
을 두고 있는 분야이다. 독일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17년까지 아프리카에만 2,500만 명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했다.

독일은 2013년에서 2015년 그리고 2016년에
서 201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인권
이사회의 이사국을 지냈다. 인권이사회는 회원
국의 인권상황 심사 시 “보편적 정례 검토”를 주

제네바 소재 UN 인권 이사회는 국제연합의 가장 중요한 인권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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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절차로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UN회원국
은 자국의 인권 관련 의무 이행에 대해 보고하
고 엄격한 검토를 받는다. 독일은 2018년까지 
총 3번에 걸쳐 본 절차를 거쳤다.

독일은 유럽 평의회의 47개 회원국 중 가장 적
극적으로 유럽 전역에서 인권과 법치주의 및 민
주주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유럽 
평의회는 유럽인권협약과 같은 중요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유럽 공동의 법적 공간 발전에 기
여하며 구속력을 갖는 공동의 기준과 가치를 유
럽대륙이 준수하는지 감시한다.

국제 인권정책의 주요 기구와 담당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인권재판소
(ECHR)는 유럽에서 인권 실현을 업무로 하는 유
럽 평의회의 주요 기관이다. 유럽 평의회 47개 회
원국의 모든 시민은 유럽인권협약에 명시된 자신
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독일은 유럽 평의회의 모든 회원국이 자
국에 해당되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

고 이행하는데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한다. 네덜
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범
죄, 반인륜 범죄 또는 민족학살 등과 같은 국제적 
중대 범죄를 국제법에 의거하여 재판을 하는 기
관이다. 독일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법권을 포괄
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베르벨 코플러 독일 연방정부 인권정책 및 인도
적 지원 특임관은 외무부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특임관은 인권과 관련한 국제 상황을 주시하면
서 다른 정부 산하 기관과 인권 관련 활동을 협의
하고 조율하며 연방 외무장관에 자문을 제공한
다. 1998년 설립한 연방하원의 인권 및 인도적 
지원 위원회가 독일 인권정책을 지원하고 감독한
다. 또한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만 독립적
인 기구로 베를린 소재 독일인권연구소를 2000
년 설립하였다. 국내 인권연구기관인 본 연구소
는 UN의 파리원칙을 따르며 국내외 인권 증진과 
보호에 대한 독일의 기여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인권보호는 사이버 대외정책의 주요 과제이기
도 하다. 2013년과 2014년 UN 총회는 독일과 

개발협력에 대한 국가별 지원(단위: 10억 달러, 2017)

미국 35.26

독일 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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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모두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주요 공여
국이다.

그 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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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이 주도한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권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독일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공간에서도 인권을 보호해
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은 2018년에도 
디지털 시대에 사생활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
어나가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인권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된 온라인 자유 연합
(Freedom Online Coalition)의 의장직을 맡
았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연방정부는 자연재해, 전쟁과 같은 갈등, 다른 
위기와 분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거나 이와 
같은 위기를 겪을 위험이 큰 사람들을 돕기 위
해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인
도적 지원은 위기 발생 원인에 중점을 둔 활동
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이들에 대한 윤리적 책
임과 연대감에 바탕을 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은 인류애, 중립성, 초당성, 독립성의 원칙
에 근거해 위기에 처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
원을 제공한다.

독일은 위기에 처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전 세
계적으로 이행하며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 체제 
강화와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고려해 2017년 해당 분
야에 약 17억 5,000만 유로의 예산을 할당했
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2
번째로 많은 지원을 하였다. 연방정부는 직접 
지원이 아니라 UN의 인도적 지원 담당 기관과 
국제 적십자·적신월 운동 및 독일 NGO 등이 
운영하는 프로젝트 중 적합한 프로젝트를 선별
해 지원하는 간접 방식을 취한다. 독일의 인도
적 지원은 특히 중동지역과 아프리카에서 발생
하는 인도적 위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그 
밖에 독일은 UN의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과 UN 국가 공동체의 인도적 기금에 2번째로 
많은 지원금을 내고 있다. 

기부 목적(2017, 독일)

5.4 %
동물보호

3.1 %
문화재보호

2.7 %
자연/환경보호

1.9 %
스포츠

9.2 %
기타/무응답

77.7 %
인도적  
지원

전 세계의 인도적 지원 총 예산(2016)

203 
억 달러

정부 지원금을  
통한 인도적 지원

69 
억 달러

개인 후원금을  
통한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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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독일은 1952년  

국제통화기금에 가입하였다.

NATO
독일은 1955년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였다.

EU
독일은 1957년에 탄생해 
오늘날의 형태로 발전한  

유럽연합의  
창설회원국이다.

UN
독일은 1973년 국제연합에  

가입하였다.

파 노 라 마

다양한 네트워크 파트너

뉴욕
국제연합 본부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본부

뉴욕
•  국제연합 본부

워싱턴
•  국제통화기금 

(IMF)
•  세계은행

나이로비
•  국제연합

제네바
•  국제연합
•  국제무역기구(WTO)

부에노스 아이레스
•  201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아르헨티나)

스톡홀름
• 발트해국가 

위원회라 말베
•  2018년 G7 정상회

의(의장국: 캐나다) 비엔나
•  유럽안보 

협력기구
•  국제연합

브뤼셀
• NATO
• 유럽연합

룩셈부르크
•  유럽연합

스트라스부르
•  유럽연합

파리
•  유럽우주기구(ESA)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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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OSCE 
독일은 1975년 설립되어  
오늘날의 형태로 발전한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창설회원국이다.

G7
독일은 비공식 협의체인 G7
이 1975년 창설한 시점부터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WTO
독일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다.

G20
독일은 G20이 1999년 베
를린에서 창설한 시점부터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함부르크
국제해양법재판소 

본
UN 캠퍼스에 위치한  
“랑거 오이겐” 빌딩

베를린
•  국제노동기구(ILO) 독일 사무국
•  국제이주기구(IOM) 독일 사무국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독일 및 오스트

리아 지역사무국
•  세계식량계획 (WFP) 독일 연락사무소
• 세계은행 베를린 사무소
• 유니세프 베를린 사무소
 
본 UN 캠퍼스
•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사무국(UNCCD)
•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사무국(UNFCCC)
• 유엔봉사단(UNV)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행동계획의  

글로벌 캠페인 센터 
• 유엔참모양성학교 지속가능발전 지식센터
• 유엔재해억제국제전략사무국(UNISDR)
• 유엔대학 - 유럽 소재 부총장실(UNU-ViE)
• 기타 12개 UN 기구

드레스덴
•  유엔대학 - 물질흐름 및 자원 통합관리 연구소

(UNU-FLORES)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IFC)
 
함부르크
• 국제해양법재판소(ISGH)
•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
 
뮌헨
•  유엔 세계식량기구(WFP)의  

Innovation Accelerator

뉘른베르크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뉘른베르크 사무소

베를린

함부르크

뉘른베르크

뮌헨

드레스덴

프랑크푸르트
본

독일 소재 국제연합(UN)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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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구조정책과 평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정책의 핵심인 
개발정책을 통해 파트너국가의 생활여건 개선
에 기여하려 한다. 독일 개발정책은 전 세계 기
아 및 빈곤 퇴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강화
를 목표로 한다. 개발정책의 주요 방향과 프로
그램은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가 제시한
다. 독일은 85개 파트너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은 국가 개발협
력에 관한 모든 정책 방안을 포괄한 국가별 프
로그램을 이들 국가와 공동으로 합의해 긴밀한 
협력 하에 이를 실시한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밖에 아시아, 유럽 남동부, 라틴 아메리카 국
가와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2016년 국민총생산(GNP)의 0.7%를 개발
협력사업에 투입하면서 UN이 세운 목표를 처음으
로 달성했다. 독일은 개발협력사업에 연간 246억 
8천만 달러를 지출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2
번째로 큰 공여국이다. 담당 기관인 국제개발협력

공사(GIZ)와 KfW 금융그룹 등이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개발협력사업을 진행 관리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젠다 2030

201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아젠다 2030”는 향
후 세계 개발협력 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토대이다. 아젠다 2030은 일명 지속 가능 개발 목
표(SDGs) 실현을 위한 17개의 야심 찬 목표를 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젠다 2030을 이행하면 사
회 정의와 경제 발전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지구 
환경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
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2000년에서 
2015년까지 UN 새천년 개발 목표(MDG)를 추진
하면서 이미 빈곤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식수 
접근과 교육 실현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였다. 그 
밖에 절대적 빈곤을 정의하는 기준이 하루 소득 
1.25 달러에서 1.90 달러로 수정되었음에도 전 세
계 인구 대비 절대빈곤층은 2012년 12.8%에서 
2016년 9.6%로 하락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 근절 목표는 달성할 수 

지속 가능한 개발
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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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듯 하다. 그러나 과도한 자원소비, 기후변화
와 환경오염 심화, 높은 실업률,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시급한 과제이다.

아젠다 2030은 현 상황을 고려하면서 경제, 환경, 
사회적 차원의 변화를 유도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 확대를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다. 전 세
계의 “미래를 위한 조약”인 이 아젠다는 모든 국가
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개발협력을 넘어 광범위한 
정책분야를 포괄한다. 즉 새 아젠다는 기아와 빈곤 

퇴치 외에도 미래 세대의 삶의 기반인 지구 보호와 
좀 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경제체제와 삶의 방식 변화를 목표로 한다. 그 밖에 
약자를 포용하는 제도와 민주주의 제도 강화 및 책
임감 있는 정부 운영과 법치주의를 통해 차별을 철
폐하려 한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조약인 이 아젠다
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려면 소위 “다
국적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 외
에도 사회적 그룹과 경제계 및 학계가 아젠다 
2030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아젠다 2030을 통해 주요 미래 문제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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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높은 경제 입지 ∙ 글로벌 플레이어 ∙ 선도시장과 혁신력 ∙ 지속 가능한 경제 ∙  

디지털화 ∙ 주요 무역상대국 ∙ 매력적인 노동시장

경제 & 혁신

독일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경제 규모 1
위 국가이자 세계에서 미국, 중국, 일본에 이
어 네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다. 독일 경제가 
우수한 경쟁력과 세계적 네트워크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혁신력과 높은 수출비중 
덕분이다. 매출 규모가 큰 자동차와 기계 및 
장비 산업, 화학 산업과 의료기술의 경우 매출
의 절반 이상이 수출을 통해 창출된다. 2016
년 독일보다 수출량이 많은 국가는 중국과 미
국뿐이었다. 독일의 연간 R&D 투자규모는 
920억 유로에 달한다. 현재 독일의 산업계는 

무엇보다도 제조기술과 물류의 디지털화를 추
진하는 산업 4.0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역동적인 경제 상황은 독일 노동시장의 호황을 
이끌었다. 현재 독일은 EU 회원국 중 고용률이 
가장 높고, 청년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이는 독일의 이원제 직업교육제도의 가치를 반
증하기도 한다. 오늘날 수많은 나라가 독일의 이
원제 직업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하고 있
다. 전문인력 확보, 인프라, 법적 안정성 등과 같
은 요소들 역시 경제 거점으로서 독일이 수많은 

엿 보 기

경쟁력 높은 경제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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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4.0: 독일 경제는 디지털 시대로 진입했다

경제 & 혁신: 관련 영상 
 → tued.net/ko/vid3

V I D E O A R  A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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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랭킹에서 상위권에 드는 이유이다. 페터 알
트마이어(CDU)가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이다.

1949년 이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이 독일 경
제정책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
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
적 균형 달성을 추구한다. 훗날 연방총리가 된 
루트비히 에르하르트가 전후시대에 고안하고 
확립한 사회적 시장경제가 독일의 성장 가도를 
이끌었다. 독일은 세계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국제 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독일은 2002년 유로화를 도입한 12개 국가 중 하
나다. 2008년 금융시장의 위기와 이후 발생한 유
럽국가부채위기로 인해 유로존 전체가 타격을 입
었다.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
부는 이중전략을 통해 추가 부채 발생을 방지하
면서 혁신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그 결
과 2014년 독일 연방정부는 1969년 이래 처음으
로 균형재정을 달성했고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경제계를 지탱하는 중추는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대기업을 보완하는 중소기
업이다. 대부분의 독일 대기업은 유럽 대표 금융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의 독일주가
지수 DAX에 상장되어 있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
인에는 유로화의 안정성을 감시하는 EU 소속 유
럽중앙은행(ECB)이 위치하고 있다.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주요정책과 이니셔티브 소개 
→ bmwi.de

고용지원센터
노동시장 정보 및 구인 플랫폼
→ arbeitsagentur.de

온라인 웰컴 센터
전세계 구직자를 대상으로 독일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구직 지원 사이트
→ arbeitsagentur.de

웹 사 이 트

오랜 전통의 금융 거점: 독일증권거래소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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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업연맹 
독일산업연맹(BDI)은 10만 개가 넘는 산업 부문 기

업의 이해를 대변한다. 독일산업연맹은 모든 주요 

시장 및 국제기관과 연계된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보

유하고 있다.

→ bdi.eu

해외상공회의소
해외상공회의소(AHK)는 독일 경제계의 사절단과 

대표자들과 함께 90개 국가에 130개 거점을 둔 네

트워크를 구성한다.

→ ahk.de

재외공관 
227개 대사관과 영사관은 해외상공회의소 및 독일 

무역투자 진흥처(GTAI)와 함께 독일 대외경제촉진

의 3대 축을 구성한다.

→ auswaertiges-amt.de

독일상공회의소 
독일상공회의소(DIHK)는 360만 개의 기업이 소속

되어 있는 80개 상공회의소를 산하에 두고 있다.

→ dihk.de

독일경제연구소
베를린 소재 독일경제연구소(DIW)는 독일의 수많

은 경제연구소 중 가장 큰 연구소다.

→ diw.de

독일 무역투자 진흥처 
독일 무역투자 진흥처(GTAI)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경제진흥기관이다. 전 세계 50개 이상의 지점을 통

해 독일 기업들의 외국 진출을 지원하며 독일을 홍

보하고 외국 기업의 독일 정착을 지원한다.

→ gtai.de

지속가능개발위원회
연방정부가 설립한 지속가능개발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는 독일의 지속가능전략 실현을 위한 참여를 촉

진하는 것이다.

→ nachhaltigkeitsrat.de

기관 & 지원

본 장의 주제별 추가 정보 제공 - 부연설명
을 곁들인 링크 모음, 기사, 문서, 연설문. 
사회적 시장경제, 이원제 직업교육, 경제 정
책, 유럽 경제∙금융위기 등과 같은 키워드
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 tued.net/ko/dig3

한 눈 에  보 기

디 지 털  플 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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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역량
독일 기업은 세계적으로 높은 명
성을 누리고 있다. 이들 기업이 생
산하는 제품의 “Made in Germany” 
마크는 일종의 품질보증서로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
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독일
은 무엇보다 수출지향적이다.

그 래 프

독일은 수출을 지향하고 세계시장과 긴밀한 관
계를 맺고 있는 산업국으로 특히 수출이 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세계무역기구(WTO)
가 매년 발표하는 랭킹에서 독일은 중국과 미국
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수출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7년 대외무역수지는 2,450억 
유로의 흑자를 거뒀다. 독일 기업의 수출 규모

글로벌 플레이어
테 마

(상품과 서비스)는 1조 2,790억 유로였고, 수입 
규모는 1조 340억 유로였다. 독일은 세계경제
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자유무역과 시장개방
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다. 137개 국가를 대상
으로 세계경제포럼이 조사한 “세계경쟁력지수 
2017-2018”에서 독일은 가장 경쟁력 있는 국
가 5위에 올랐다.

2016년 국내총생산(GDP) (단위: 10억 달러)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18,569.1

11,218.3

4,938.6 3,466.6 2,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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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상징인 컨테이너: 함부르크 항은 세계 최대의 환적항 중 하나다

2015년 세계무역강국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

9.1 %
미국

8.1 %
독일

13.8 %
중국

3.8 %
일본

3.4 %
네덜란드

폭스바겐

다임러

알리안츠

BMW 

지멘스

도이체텔레콤

유니퍼

240,480
169,630
118,710
104,220

88,490
80,900
74,470

2017년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독일 기업(단위: 백만 유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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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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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상징인 컨테이너: 함부르크 항은 세계 최대의 환적항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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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경제 이익의 절반을 대외무역에서 창출
한다. 전체 일자리의 약 1/4이, 그리고 산업계만 
보면 일자리의 1/2이 높은 수출 의존도를 보인
다. 현재 100만 개 이상의 기업이 대외무역을 하
고 있다. 2015년 720,000개의 기업이 수입을 
했고, 360,000여 개의 기업은 수출을 했다. 외
국에 소재한 10,700개의 기업이 독일 대외무역
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였다. 독일상공회의소
(DIHK)는 700만 명 이상의 인력이 외국에 진출
한 독일 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 화
학 제품, 정보 처리 장치 및 전자 제품이다. 이 
네 개의 제품군이 독일이 수출하는 품목의 절반
을 아우른다. 수출비율은 1991년 이래 23.7%
에서 47.3%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7년 국
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총액의 비율은 
86.9%였다. 2015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총액 비율이 28%였다는 점을 생
각한다면 독일은 G7 국가 중 “가장 개방된” 경
제국가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총수출의 56%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 회
원국이 가장 중요한 타깃 시장이다. 기존에는 프
랑스가 독일의 가장 중요한 수출대상국이었는데, 
2015년 미국이 프랑스를 제친 이래 독일의 수출
교역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네덜란드, 영국
이 미국과 프랑스의 뒤를 잇는다. 대 독일 수출국 
랭킹은 이와는 반대로 2017년 기준 중국, 네덜란
드,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순이었다. 일부 성장률
이 다소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독일의 
경제 및 무역 파트너로서 아시아의 위상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례로 현재 중국에 진출해 투자활
동을 하는 독일 기업이 5,000개에 이른다. 

국외 직접투자 규모만 보더라도 독일이 세계경제
에 얼마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2015년 독일의 국외 직접투자는 1조 유로이상으

로 1990년 대비 약 5배 증가했다. 그 중 1/5은 유
로존 국가에 투자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 80,000
여 개의 외국 기업 또한 독일에 진출해 37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독일 내 외
국인직접투자 규모는 4,660억 유로에 달한다. 

독일의 박람회는 세계무역의 허브로 간주된다. 
독일은 국제박람회 기획과 개최에서 세계적으
로 가장 우수하다. 산업별 가장 대표적인 국제
행사의 2/3가 독일에서 개최된다. 매년 1,000
만 명의 방문자가 약 150개의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를 찾는다.

독일은 그 밖에 유럽과 세계 물류 환적의 거점
이기도 하다. EU 국가 중 독일만큼 많은 재화를 
운송하는 나라도 없다. EU의 10대 물류시장 매
출의 약 1/3이 독일에서 창출된다. 물류 관련 종
사자만 300만 명에 달한다. 세계를 향한 대문 

OECD 경제전망보고서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는 34개 회원국과 개발도상국가의 향후 
2년간 주요 경제 트렌드와 전망을 분석해 매
년 2회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이를 발표한다. 
OECD는 2018년 세계경제는 3.5% 성장해 
2010년 이래 최대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2019년 성장세는 다시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 oecd.org

글 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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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는 함부르크 항은 연간 900만 개의 
표준컨테이너를 환적한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세계무역 지향

독일은 명확하고 확고한 규칙을 바탕으로 열린 
시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한다. 독
일은 이 목표를 “대외경제지원의 3대 축”인 227
개 독일 재외공관, 130개 해외상공회의소(AHK) 
사무소와 9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독일 경제계 
사절단과 대표자, 그리고 독일 무역투자 진흥처 
GTAI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외국시장 개척에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외
국진출 관련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쓴다.
국제무역의 질서 구축, 금융시장 규제, 자금 및 통화 
관리 등에서 독일은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자간 협상(도하 개발 어젠다)의 실패로 유럽연합
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집중하고 있다.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이 
2017년 발효했고, 일본과는 투자보호를 제외한 

항목에 합의를 이루면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한국과 체
결한 자유무역협정은 이미 2011년에 발효되었
다. 그 이후 대 한국 수출이 매년 약 10%씩 증가
했다. 2015년에는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을 체
결했는데, 이는 유럽연합이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세계시장의 허브: 연간 최대 1,000만 명의 방문객이 대규모 박람회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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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시장과 혁신력
테 마

산업계의 역량과 혁신력이 독일 경제를 이끄는 
결정적인 힘이다. 종사인구가 775,000 명에 달
하는 자동차 산업은 “Made in Germany”를 대
표하는 분야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폭스바겐, 
BMW, 다임러, 아우디(VW)와 포르쉐(VW), 그
리고 오펠(PSA) 등 6대 자동차 브랜드로 세계 
자동차 시장을 견인한다. 이러한 경쟁력을 유지
하기 위해 독일 기업은 R&D에 수십 억을 투자한
다. 전기자동차, 디지털화, 주행지원 시스템, 자
율주행 시스템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대변하
는 메가트랜드다. 준대형차와 대형차 시장에서 
세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독일 자동차 기업

은 2017년 약 1,645만대의 승용차를 생산했고, 
3곳 중 2곳이 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했다.

자동차 외에 기계 및 화학 산업도 전통적으로 경
쟁력이 우수한 독일의 산업분야이다. 1865년 설
립된 바스프(BASF)는 루트비히스하펜에 본사
를 두고 있으며, 80개국 이상 353개 생산거점에
서 115,000 명이 근무하고 있는 세계 최대 화학 
기업이다. 전기∙전자 산업 역시 독일의 핵심산업 
중 하나이다. 그 대표주자 격인 지멘스는 190여 
개 국가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으로 운송부터 재
생가능 에너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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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혁신적인 응용 솔루션을 제공한다. 독일 주력 
산업의 수출률이 60% 이상이라는 사실을 통해 
세계시장이 이들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
할 수 있다.

독일경제의 중심지는 루르 지역, 뮌헨과 슈투트
가르트(첨단기술, 자동차), 라인-네카 지역(화
학, IT),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금융), 뉘른베르
크(산업, 서비스) 그리고 쾰른과 함부르크(항만, 
항공, 미디어)이다. 드레스덴, 예나, 라이프치히, 

로이나,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등 신연방주(州)
에는 규모는 작지만 생산성은 높은 하이테크 중
심지가 형성되었다.

복합 산업 자본재의 높은 비중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2016년 매출액 기준)을 살
펴보면 자동차 제조사가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다. 
1위인 폭스바겐에 이어 다임러가 2위, BMW가 4위
를 차지하였다. 알리안츠(보험)는 3위, 지멘스(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 독일의 자동차 생산업체는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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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5위, 도이체텔레콤이 6위를 차지했고 에너지
기업 에온의 자회사인 유니퍼가 그 뒤를 따랐다.

독일의 산업은 복합적 재화, 특히 자본재와 혁신
적인 생산기술의 개발과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독일에서는 산업이 국가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높다. 산업 및 제조
업 분야 종사자 수가 727만 명에 달한다. 총부가
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독일보다 높
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이다. 

경제의 혁신력이 독일 경제의 경쟁력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2007년부터 실시한 R&D 투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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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독일 경제의 중추

수많은 글로벌 기업과 대규모 플래그십 기업 외에 
360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와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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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이 5천만유로 이하이고 종업원 수가 500

1989
우편개혁I을 단행하면서 독일연방우
체국이라는 거대 기관의 민영화가 
시작된다. 이는 독일 경제사에서 가
장 규모가 큰 개혁 중 하나이다.

1969
툴루즈(프랑스)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프로젝트인 에어버스 콘소시움
이 설립된다. 오늘날 에어버스(Airbus 
S.A.S.)는 세계 2위의 항공기 제작 회
사이다.

1955
폭스바겐의 백만 번째 비틀이 볼프스
부르크 공장에서 8월 5일 출고된다. 
비틀은 독일 경제 기적의 상징이자 
절대적인 베스트셀러로 등극한다.

이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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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창업을 원하는 수많은 
이주민들 역시 독일의 중소기업군단에 합류하였
다. 이민배경이 있는 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
업을 이끌고 있다. 현재 독일에 정착한 이민자들
은 독일 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독일재건은행(KFW) 그룹의 조사 결과 혁신적 
기업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현재 중소기업의 22%만이 혁신 
제품과 프로세스에 투자하고 있으며, 상대적으
로 큰 규모를 갖춘 소수의 중견기업이 혁신성 강
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많은 틈새시장에서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며 
혁신 제품을 통해 유럽 또는 세계시장을 선도한
다. 최근 창조경제가 독일 경제 속에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였다. 창조경제는 특히 규모가 작고 
자본력이 약한 기업의 디지털화 및 지식 기반 경
제로의 전환을 주도하며 혁신 아이디어의 주요 
원천으로 간주된다. 30,000개 이상의 기업이 
자리한 베를린-브란덴부르크는 “창조산업”과 
스타트업의 세계 중심지이다.

독일의 경제는 기존 시스템과 급격한 단절과 변화
라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서 있다. 인
터넷의 보급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사물 
인터넷”으로 빠르게 수렴되고 있다. 정부는 독일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이 낮아지는 추세다. 독일의 세금 및 공과
금 부담은 세계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기
업의 전체 세금부담은 평균 30% 미만이
다. 지역에 따라 상이한 영업세율로 23% 
미만에 불과한 지역도 일부 있다.
→ gtai.de

참 고

2018
독일주가지수 DAX가 2018년 1월 사
상 처음 13,595 포인트 선을 기록했
다. DAX는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독일 
30대 기업의 추이를 반영한다.

1990
신탁청은 인민소유기업이 수 천 개
에 달한 과거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단 몇 년 안에 시장경제로 전
환해야 하는 임무를 맡는다.

2002
1948년에서 1998년까지 장부통화
로, 2001년까지는 공식 유통 통화로 
사용되었던 독일 마르크화는 2002
년 1월 1일, 독일과 11개 유럽연합 국
가에 도입된 유로화로 대체된다.

이 산업 4.0 기술 공급의 핵심 국가이자 미래 생
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 4.0의 발
전과 실현에서 경제계와 학계를 지원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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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경제
테 마

34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
과, 독일은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앞장서
고 있는 산업국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UN
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후 처음으로 환경
보호에서부터 성장, 사회복지제도의 질적 발전에 
이르기까지 34개 지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국가
의 지속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였다. 독일은 

성장, 고용, 그리고 사회보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
두면서 전체 6위를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아직 독일이 지속 가능한 삶, 지속 가능한 
경영, 자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현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
부는 유엔이 세운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를 바탕으로 2017년 지속 가능성 전략을 대
폭 개선했다. 이 새로운 전략은 국내의 지속 가능 발
전 실현을 위한 조치, 외국의 지속 가능 발전 실현을 
위한 독일 주도의 조치, 양자간 협력을 통한 다른 국
가 직접 지원이라는 세 개의 행동영역을 제시했다.

현재 지속 가능한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독일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가 
기업의 경제, 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
황에서 특히 핵심사업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은 더욱 중요해졌다. 1999년 체결된 UN의 글
로벌 콤팩트 이니셔티브(Global Compact Initiati-
ve)에는 대부분의 DAX 상장 기업 외에도 중소기업
과 연구소 및 NGO도 가입되어 있다. UN의 글로벌 
콤팩트 이니셔티브,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
인, 국제노동기구(ILO)의 다국적기업 및 사회정책
의 원칙에 관한 삼자선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  가장 큰 기업 
폭스바겐, 직원 642,300명

∙  가장 큰 은행 
도이체방크, 직원 97,535명

∙  대표적인 주가지수 
독일주가지수 DAX

∙  가장 큰 박람회장 
하노버

∙  가장 큰 항공기 생산기지 
에어버스의 함부르크 생산공장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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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글로벌 콤팩트 이니셔
티브 가입은 강제성이 없음에도 이미 전 세계 160
개 이상 국가의 9,500 개가 넘는 기업이 가입했다.

섬유 및 의류 산업 종사자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을 개선하기 위해 결성된 “지속가능한 섬유를 위
한 동맹”을 통해서도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 
간 불가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150개의 독
일 섬유 업체가 2014년 연방경제협력∙개발부 주
도로 결성된 이 동맹에 가입했다. 동맹은 독일 섬

유시장에서 이들 업체의 현 점유율 50%를 75%
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섬유공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
아간 사고가 발생한 이후, 동맹은 여러 조치를 통
해 노동자 등 모든 관계자의 여건을 크게 개선하
였다. 또한 2018년부터 모든 회원에 구체적인 지
침을 제시해 이들이 동맹의 야심 찬 목표를 달성
하도록 돕고 있다. 독일은 이 조직을 통해 국제 공
급체인에 공정거래 표준을 도입하기 위한 국제사
회의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존엄성이 보장되는 일자리: 글로벌 공급 체인에 공정거래 표준 적용을 중시하는 독일 기업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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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맹”을 통해서도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 
간 불가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150개의 독
일 섬유 업체가 2014년 연방경제협력∙개발부 주
도로 결성된 이 동맹에 가입했다. 동맹은 독일 섬

유시장에서 이들 업체의 현 점유율 50%를 75%
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섬유공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
아간 사고가 발생한 이후, 동맹은 여러 조치를 통
해 노동자 등 모든 관계자의 여건을 크게 개선하
였다. 또한 2018년부터 모든 회원에 구체적인 지
침을 제시해 이들이 동맹의 야심 찬 목표를 달성
하도록 돕고 있다. 독일은 이 조직을 통해 국제 공
급체인에 공정거래 표준을 도입하기 위한 국제사
회의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존엄성이 보장되는 일자리: 글로벌 공급 체인에 공정거래 표준 적용을 중시하는 독일 기업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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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한복판에 있다. 인
터넷의 보급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디지털
화 프로세스를 거쳐 사물 인터넷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화는 산업과 서
비스 업계에 역사적 전환점을 가져왔다. 산업 
4.0 즉,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는 생산공장에
서 IT 기술의 전면적인 활용과 시스템의 전면적

인 네트워크 연결을 이끄는 솔루션, 프로세스 및 
기술을 포괄한다. 많은 독일 기업이 산업 4.0을 
적극 실시해 특히 제조기술 및 물류 부문의 디지
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생산 분야에서 기술 선도
국 자리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전반적으로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는 디지털화
를 적극 지원하고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연정협
정에서 독일 전역에 “세계 일류”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7개의 야심 찬 목표를 발표했다. 

독일은 유럽에서 산업 4.0 선도국가이자 디지털 부
문 성장 1위 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다양한 연
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했을 때 
산업 4.0을 통해 2025년까지 2,000억에서 최대 
4,250억 유로에 달하는 성장 잠재력을 추가 발굴
할 수 있다고 한다. 여러 분야의 기술이 접목된 정보
통신산업이 산업 4.0을 선도하고 있다. 2017년 정
보통신산업은 가장 많은 인력을 고용한 산업으로, 
100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1,600억 유로의 매출을 
올렸다. 소프트웨어분야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 

디지털 인프라 확대는 디지털화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이를 통해 독일 전역에 기가바이트 망을 

디지털화
테 마

714
714개의 ISP 업체 및 기관이 독일계 인터넷 
망 연동 기관인 DE-CIX에 연동되어 있다. 
프랑크푸르트 소재 DE-CIX는 데이터 트래
픽 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큰 
IX업체이다. 2017년에는 처음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가 1초당 6테라바이트를 넘어섰
다. DE-CIX는 프랑크푸르트 본사 외에 유
럽과 중동, 남아메리카와 인도에 인터넷 익
스체인지 거점을 두고 있다. 
→ de-cix.net

숫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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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려 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지역과 지자
체의 거의 모든 가정에 광섬유 케이블망을 보급해 
네트워크의 직접 연결을 실현하려 한다. 이 목표
를 이루기 위해선 통신사와 국가가 함께 힘을 모
으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정부는 이번 임기에 최
대 120억 유로를 광섬유 네트워크 연결 사업에 지
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강국”이 되려면 차세대 이동 통신인 5G의 
실현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까지 독일에만 7

억 7,000만여 대의 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스
마트폰과 태블릿 외에 자동차와 가전기기 및 산업
용 기계도 서로 연결되는 세상이 올 것으로 예측된
다. 이에 따라 특히 높은 수준의 모바일 네트워크 결
합을 이뤄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연방 정부는 독
일을 5G의 선도시장으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5개 
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 관련 기술 테스트를 
실시해, 5G 발전을 촉진하고 독일 전역에 빈틈 없이 
촘촘한 이동통신망을 공급하려 한다. 2020년 이 
기술을 상업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상시 온라인 접속: 디지털 인프라의 확대는 연방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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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790억 유로 
수출 총액

1조340억 유로
수입 총액

50 %
GDP대비 수출비율

25 %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자리

유럽은 독일의 주요 수출국으로 유럽시장은 
독일 수출의 68%를 차지한다. 비유럽국가로
는 미국(8.7%)과 중국(6.7%)이 가장 중요한 
수출국이다.

유로존

36.9 %

유로존을 

제외한 EU

21.7 %

EU를 제외한

유럽

9.6 %

아프리카

2.0 %

독일의 주요 수출 대상 지역(2017) 

주요 수출 품목(2017)

18.3 %
 자동차 & 

자동차 부품

9.0 %
화학 제품

6.5 %
전기 장비

14.4 %
기계

8.6 %
정보 처리 장치

호주

오세아니아

0.9 %

주요 무역상대국
파 노 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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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만 대
독일 제조사가 국내에서  

생산한 독일 브랜드 승용차

1,000 만 대
독일 제조사가 세계  

각지에서 생산한 독일  
브랜드 승용차

150
독일에서 개최되는

주요 박람회 수

288
독일 업체들이 참여하는 

외국 박람회 수

미국을 제외한

아메리카

3.3 %

미국

8.7 %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9.9 %
중국

6.7 %

독일의 25개 주요 수출국(2017, 단위: %)

영국:
6.6

미국:
8.7

멕시코:
1.0

핀란드:
0.9

네덜란드:
6.7

벨기에:
3.5

프랑스:
8.2

스페인:
3.4

스위스:
4.2

이탈리아:
5.1

아랍에미리트:
0.9

체코: 3.3

일본:
1.5

중국:
6.7

대한민국:
1.4

러시아:
2.0

폴란드: 4.7

스웨덴:
2.1

오스트리아:
4.9

헝가리: 2.0

루마니아: 1.2

터키: 1.7

인도: 0.8

슬로바키아: 1.0

덴마크:
1.5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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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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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동시장은 지난 몇 년간 긍정적인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2017년 독일의 고용인구는 평균 
4,430만 명이었다. 이와 같이 높은 고용수치로 독
일 경제가 건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독
일은 실업률이 가장 낮은 EU 회원국 중 하나이다. 
2017년 평균 실업률은 5.7%로 1990년 이래 최저
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건실한 성장을 
보이며 호황을 이끌고 있고, 사업체의 신규 직원 
수요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에도 사회보험 납입의무가 있는 고용이 크게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급이 450유로 미만인 저
임금고용과 자영업은 2017년도에도 감소했다. 

독일의 낮은 청년실업률로 세계 많은 나라가 독
일의 성공적인 이원제 직업교육에 관심을 보이
고 있다. 다른 나라의 직업교육이 대부분 취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순수 학교 교육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독일 이원제 교육은 큰 차별화를 보인다. 
이원제 직업교육제도를 통해 절반에 가까운 독
일 청소년이 초등학교 졸업 후 국가가 공인한 
350개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해 교육을 받는다. 
실무 교육은 기업 현장에서 3주 내지 4주간 진
행되며, 일주일에 1-2일은 직업학교에서 전문 
이론 교육이 실시된다. 최근 많은 나라가 독일의 
이원제 직업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하였다.

현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연방정부는 많은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초 법정최저임금이 도입되었다. 또
한 기업 내 고위직 인사의 양성평등화를 위해 여
성쿼터제도도 도입하였다. 노사 간 공동의사결
정제도를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장기업은 
2016년부터 감독이사회 전체 이사 중 30%를 여
성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 밖에 “동일임금법(Ta-
rifeinheitsgesetz)”을 도입해 한 사업체에서 동

매력적인 노동시장
테 마

Make it in Germany– 
해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포털 “Make it in Germany”는 
독일 이민에 관심이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입국부터 구직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
한다. 포털 방문자는 이메일, 핫라인, 채팅 
등을 통해 비자와 경력인증 및 독일 생활에 
대해 전문가들의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
다. 그 밖에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
어로 독일의 직업교육이나 학업 이점에 대
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 make-it-in-germany.com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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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제 직업교육: 많은 나라가 이론과 실무를 연계해 가르치는 독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한다

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간 임금 차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부터는 45년 이상 연금보험에 납입한 국민이
라면 63세로 퇴직을 하고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완전고용을 지향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 편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인력부족 문제가 대
두되면서 전문인력 확보 역시 해결이 시급한 국
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노동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
이자 다국어 포털 사이트인 “Make it in Germa-
ny”를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독일 이민에 관심이 있는 전문인력에 
독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이 부족한 분야(건강보건, 
엔지니어링, IT)의 최신 구인 정보도 제공 중이다. 
대학졸업자와 전문인력은 “EU 블루 카드” 제도
를 이용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독일 노동시
장에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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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기후
기후정책의 선구자 ∙ 기후협력 주도국가 ∙ 에너지 전환: 세대를 초월한 프로젝트 ∙  

녹색기술: 미래 핵심산업 ∙ 재생 가능 에너지 ∙  
삶의 기반인 다양성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다.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구의 자연환경이 얼마나 크게 변할지 향후 수
십 년 안에 결정될 세기라는 뜻이다.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은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다. 
따라서 독일은 오래 전부터 환경∙기후보호를 주
요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독일은 세계적으로 
기후보호와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에 앞장서
는 국가이다.

에너지 전환이라 불리는 에너지 분야의 개혁을 
통해 독일은 화석 및 핵에너지의 시대를 종식하
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의 시대를 향해 전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중 하나가 2022년까지 
단계적인 탈핵 실현이다. 독일은 또한 2030년까
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

고 2040년까진 최소 70% 감축하며, 2050년엔 
80%에서 95% 감축할 계획이다. 이 목표를 실현
하기 위해 2016년 11월 독일 정부는 관련 기후정
책 원칙과 목표를 명시한 "기후보호계획 2050“
을 전세계에 발표하였고 이로써 파리 기후변화협
약 이후 국제적으로 가장 먼저 발 빠른 조치를 취
했다. 2017년 이미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량 28% 
감축을 달성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국제적으로도 환경보호, 에너지 
문제 협력, 기후 친화적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독
일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늦어도 이번 

엿 보 기

기후정책의 선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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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 에너지 시대로의 진입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환경, 기후, 에너지 전환: 관련 영상  

→tued.net/ko/v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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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하반기에 세계는 포괄적인 온실가스 중립
(greenhouse gas neutrality)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 국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에서 최대 95% 줄여야 한다. 독일이 의장직
을 맡았던 2015년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선진국
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조기에 중단하기로 합의했
다. 이번 세기 안에 완전한 “탈탄소”를 달성하겠다
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의 이행
을 감시하는 UN 사무국은 독일 본에 위치한다.

건강한 환경 즉,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자연의 
다양성은 높은 삶의 질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독
일은 1994년 기본법에서 환경보호를 국가목표로 
명시하였다. 공기와 물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수년 전부터 현저히 개선되어 왔다. 물론 아직 충
분하진 않지만 산화질소와 아황산가스 같은 유해
물질 배출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가장 
높았을 때에는 하루에 140리터 이상을 기록했던 
1인당 식수 소비량도 120리터로 줄어들었다.

독일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통합해 지속 가
능한 경제활동을 달성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재

풍력과 태양광은 독일에서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인 재생가능 에너지원이다

UNFCCC
UN 기후변화 기본협약 사무국
→ unfccc.int

BMU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 bmu.de

BUND
독일 환경·자연보호연맹
→ bund.net

웹 사 이 트

생가능 에너지 확대와 함께 에너지 및 자원 효
율성 개선 그리고 재생자원의 스마트한 사용이 
목표실현의 결정적인 열쇠라 할 수 있다. 또한 
환경 및 기후 문제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분야와 일자리가 창출되므로 본 목표는 일
석이조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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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환경청
연방환경부 산하의 연방환경청은 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가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연방

정부를 지원한다. 연방환경청은 예를 들어 화학물

질, 약품, 농약에 대한 허가를 발부하는 등 환경 관련 

법의 이행을 담당하고 일반 대중을 위한 환경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umweltbundesamt.de

독일에너지공사
독일에너지공사(DENA)는 에너지의 효율성, 재생가

능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을 관할하는 에너

지 전문 기관이다. 독일에너지공사는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저렴하고 기

후친화적인 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추구하고 있다.

→ dena.de

아고라 에너지 전환 
아고라 에너지 전환 씽크탱크는 에너지 정책 관련 

주체들과의 대화를 위한 포럼이다.

→ agora-energiewende.org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는 전 지구적 변화, 기후의 

영향, 지속 가능한 발전 관련 주제를 연구한다.

→ pik-potsdam.de 

독일 국제협력단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연방기업인 독일 국제협력

단체(GIZ)는 독일 연방정부의 개발정책 목표 실현을 

돕는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가와 신흥공업국에 기

후보호와 수자원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용에 관

한 자문을 제공한다.

→ giz.de

연방자연보호청
연방자연보호청(BfN)은 국내외 자연보호를 담당한

다. 연방자연보호청의 웹사이트는 보호지역에 대한 

상세 지도를 제공한다.

→ bfn.de

본 장의 주제별 추가 정보 제공 - 부연설명을 
곁들인 링크 모음, 기사, 문서, 연설문.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 온실가스 배출, 
재생가능 에너지법, EU의 기후보호 목표 등
과 같은 키워드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 tued.net/ko/dig4

한 눈 에  보 기

기관 & 지원

디 지 털  플 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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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국제사회가 기후보호를 중요한 과제로 인
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연방정부는 이미 1992
년 리우데자네이루의 지구정상회의와 1997년 
교토 의정서 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후보호에서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협약은 2015년 195개 국가가 파리에서 
서명한 기후변화협정으로, 이들 국가는 모든 당
사국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을 명
시한 국제 협약에 최초로 합의하였다. 파리협정
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억제와 섭씨 1.5도로 온
도 상승 제한을 목표로 명시하였다. 이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
거나 억제해야 한다. 따라서 협약 당사국은 국가 
차원의 목표를 세워 파리협정 목표를 이행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받게 된다. 파리협
약의 이와 같은 합의사항의 이행방식을 주제로 
2017년 본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최

소 40% 감축이라는 자체 목표를 이행하면서 국
제 기후보호협약 체결 노력의 선봉장에 서 있다. 
특히 11,000여 개의 대규모 산업기업과 발전회
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정하는 EU 배출권 
거래제를 핵심 정책으로 도입해 목표 실현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EU는 배출권 거래제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이를 재정비하였다.

독일은 그 밖에 개별 국가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기
후보호 기여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
butions, NDCs)의 이행을 돕기 위해 2016년 소위 
NDC 협력관계를 체결해 이들 국가를 지원하는 등 
다른 국가와 적극적인 기후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NDC는 파리 기후협정의 핵심 방안이다.

독일은 여러 대학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부퍼탈 
기후·환경·에너지연구소와 같은 기관의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기후연구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협력 주도국가
테 마

1991
전력매입법에 따라 전력회사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기에
너지를 매입해 정해진 요율에 따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1987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카이저-빌헬름-코그 지자체에
서 독일 최초의 풍력 발전 단지가 가동
된다. 32개의 풍력발전기가 북해의 바
람을 전기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1976
독일 연방연구기술부가 독일 북부 지
역에 100미터 높이의 대형 풍력발전
시설(그로비안)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다. 그러나 독일 최초의 풍력발전 시
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1988년 그로
비안은 철거된다.

이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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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본에 위치한 UN 기후사무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의 이행을 감시한다

2017
독일 자동차 산업은 전기자동차 투
자를 강화해 2020년까지 관련 R&D
에 400억 유로를 지원하고 전기자
동차 모델 수를 현재 30종에서 100
종으로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2000
재생가능 에너지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생산된 전
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다른 에너
지원보다 가장 먼저 전력망 연결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다. 재생가능 에
너지법은 재생가능 에너지 시대를 여
는 초석이 되었다.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연방내각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탈핵을 완
료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을 보장
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 관련 주요 사
안을 가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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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은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및 
환경 정책 과제다. 에너지 전환이란 석유, 석탄, 
가스, 핵에너지에서 벗어나 재생가능 에너지로 
에너지 공급을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책
은 늦어도 2050년까지 독일 전력 공급의 최소 

80%와 전체 에너지 공급의 60%를 재생가능 
에너지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 
단계로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모든 원전 가
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독일엔 2017년 이래 단 
7기의 원전만 가동 중이며, 이들 원전이 전체 공
급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이다. 연방
정부는 이와 같이 에너지 부문의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려 한다. 그러나 
이미 2000년 탈핵에 관한 첫 결의를 내리고 재
생가능 에너지 법을 이행하면서 이와 같은 개혁
노력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한 재생가능 에
너지 지원은 2000년 재생가능 에너지법(EEG)
으로 명문화되었다.

장기적 과제 탈핵

2000년 당시 연방정부는 독일의 에너지 부문 기
업과 2022년까지 탈핵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 연방정부가 내린 에너지 전환 결정은 이
미 오래 전에 시작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공급 개혁 과정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에너지 전환: 세대를 초월한 프로젝트
테 마

∙  가장 큰 육상 풍력 발전 단지:  
작센 안할트의 슈퇴센 토이헌 

∙  가장 큰 해상 풍력 발전 단지:  
북해 연안의 알파 벤투스

∙  출력이 가장 높은 풍력 발전기:  
지멘스의 SG 8.0-167 DD 

∙  가장 큰 태양광 단지:  
젠프텐베르크 태양광 발전 단지

∙  가장 큰 전력거래소: 라이프치히의 EEX 
(European Energy Exchange)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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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하원의 원내 정당은 2011년 일본 후쿠
시마에서 일어난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부문의 
개혁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정부는 에너지 
개혁의 가속화가 “지속 가능성 및 자연 보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산업 선진국으로 발돋움하
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환경과 기후뿐 아니라 독일 경제
에도 득이 된다. 특히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석
탄, 원유, 천연가스 수입을 위해 독일이 지출한 
연간 약 450억 유로의 비용을 앞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부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점차적으
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새로운 수출기회가 열리고 더 많은 일
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에너지 전환의 “두 번째 축”인 에너지 절
약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확대이다. 산업 부
문과 대기업은 이미 높은 수준의 에너지 절약을 

북해 연안에 위치한 해상 풍력 발전 단지는 에너지 전환의 주역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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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
으로 집계되었다. 독일은 이로써 중국과 일본에 
이어 태양광 발전 부문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
고 있다.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된  
재생가능 에너지법(EEG)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법(EEG)은 많은 나라
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성공적인 친환경 지원
법으로 2014년 개정되었다. 시민들과 경제계
에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 보장이 개
정 목표였다. 친환경 전기 확대 시 발생하는 높
은 비용을 소비자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인 일
명 재생에너지부과금(EEG-Umlage)이 태양광 
발전 시설의 대대적인 확산과 산출방식의 변화
로 인해 2009년부터 큰 폭 상승한 것이 법 개
정의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친환경 전기와 
에너지 전환의 비용에 관한 공적 논의가 시작
되었고, 2015년에는 부과금이 처음으로 인하
되었다. 연방정부는 더 나아가 공급량 변동이 
심한 풍력 및 태양광의 전기 양이 급격히 증가
하더라도 안정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달성하였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
만 중소기업과 공공시설의 경우 아직 개선이 필
요하다.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가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노후건물의 리모델
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
방정부는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력소비 역시 계속해서 줄여 나가야 하는 상황
이다. 2020년까지 전력소비량의 10% 감축이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은 위험의 최소화뿐 아니라 기후친
화적 발전 및 공급 안전성 강화 역시 목표로 하
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 부문이 역동적인 발
전을 보이면서 전체 공급전력 중 이산화탄소 무
배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
했다. 친환경 전기는 2017년 총 전력생산량 중 
33.1%를 차지했다. 기상상황이 좋을 경우 태양
광과 풍력발전소는 독일 전기 수요의 최대 
90%를 소화할 수 있다. 신축 주택의 60% 이상
이 이미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해 난방을 한
다. 2017년 말 약 43기가와트를 생산하는 160

2017년 총 전기생산량

전기생산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생
산한 전기 양은 2017년
에도 증가해 독일 총 전
기생산량의 33.1%를 차
지했다. 

14.4%
역청탄

11.6%
핵에너지

13.1%
천연가스

5.2%
기타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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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로 벌 

구조의 전력시장을 구상하고 있다. 관건은 석
탄 발전소보다 현저히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유연하게 투입 가능한 천연가스 발전
소의 확보다.

에너지 전환이 새로운 “녹색” 발전소 설립으로
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
을 위해서는 전력망 역시 새로운 전력생산 구
조에 맞게 변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수백 킬로
미터 길이에 달하는 고압송전선인 “전력고속도
로(Stromautobahnen)”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풍력 전기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독일 북부에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이 활발하고 전력소비가 높은 독일 남부까지 
어떤 전력손실도 없이 전기를 장거리 운송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송전선을 지상에 설치하
려는 계획은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결국 
연방정부는 계획을 변경해 2015년 지중 매설
을 결정했다. 또한 대규모 송전선로 가동 시점
도 당초 목표했던 2022년에서 미뤄져, 2025
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산발적으
로 공급되는 태양광 전기를 사용하려면 지역 
전력망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기후 관련 연구
80개국 출신의 800명의 학자들이 국제연
합의 기후위원회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활동 중이다. 
이 전문가들은 2015년 초 제5차 IPCC 평가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기
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온실가스라고 명시
하며 지구의 온도 상승을 2°C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ipcc.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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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기술 분야에서 독일의 선도적 역할은 경제
와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경 
분야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시키며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정보통신 및 소재산업 분야에서

도 새로운 기술 개발에 기여한다. 에너지 산업 
종사자는 약 70만 명이며, 이 중 절반이 재생가
능 에너지 분야에 종사한다. 독일은 이로써 재
생가능 에너지 분야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세
계 6대 국가 중 하나이다. 재생가능 에너지 분
야 기업은 대부분 중견기업이지만, 지멘스와 같
은 대기업 역시 중요한 구성원이다. “독일 녹색
기술(Greentech made in Germany)”이라는 
명성 하에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 기업은 
수출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들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15%에 달한다. 
독일은 “환경기술 수출 이니셔티브”를 통해 환
경기술 부문의 주도적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통합 솔루션 제공자로서 입지를 굳
히려 한다.

환경 분야의 주요 미래산업인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환경 및 기후 보호 발전을 촉진하
는 또 다른 동력이 될 것이다. 중국, 일본, 북아메
리카에서도 전기자동차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연방정부와 독일 자동차 업계는 독일을 전
기자동차의 주도시장으로 만들고 이 시장의 잠
재성을 활용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추구한다. 

녹색기술: 미래 핵심산업
테 마

179 만
독일 전력망의 길이는 179만 km다. 적도를 
따라 지구를 45번 돌아야 할 만큼의 길이다. 
그 중 144만 km(80%)는 지하전선으로 이루
어져 있다. 나머지 약 35만 km는 공중전선이
다. 초지역적 고압전력망은 약 34,810 km다. 
에너지 전환 과정의 일환으로 약 2,650 km 
길이의 송전선이 추가 설치될 계획이다.
→bundesnetzagentur.de

숫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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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도로교통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6을 유발한다는 점을 감안해, 전기자동차의 
수를 늘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추가 감소에 기
여하려 한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는 전기자동차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까
지 R&D에 400억 유로를 투자하고 100대 이상
의 전기자동차 모델을 선보일 것이다. 연방정부
는 구매보조금과 세금감면 그리고 충전시설 개
선을 위한 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자
동차 개발에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다. 동시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연구를 중심으로 에너지 연
구 지출을 현저히 늘렸다. 대표적 프로젝트인 “
배터리 2020”을 통해서는 우수한 성능의 배터
리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신소재를 확보
하고자 한다.

현재 독일 및 유럽 대학에는 재생가능 에너지
와 에너지 효율성 부문의 혁신적 전공과정이 
1,000 개 가량 개설되어 세계 곳곳에서 학생
들이 모여들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미래 독일 자동차 산업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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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빈지지대

 방위각 구동장치

 링 발전기

 날개 연결부

 회전자 허브

 회전자 날개

풍력 발전 설비 
바람의 힘을 받아 날개가 
회전한다. 발전기는 역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변전소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를 송전에 적합하게 변환
한 후 전력망 업체에 공급
한다.

변전소
장거리 송신을 위해 전압
을 중압에서 고압으로  
바꾼다.

재생 가능 에너지
파 노 라 마

10,000개
에너지 전환으로 매년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2017)

338,600명 
재생가능 에너지 부문 종사자 

11%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감소율(2016 – 2017)

15%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 증가율(2016 – 2017)

독일 첨단 풍력 발전기의 내부 구조 예시
Enercon E-126 터빈(출력: 4,2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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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고압망을 통해 전기를  
각 지역으로 운반한다.

변전소
고압을 230볼트로  
낮춘다. 

가구
출력량이 5MW인 풍력 발전
설비는 연간 약 4,900  
가구(약 14,600명)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연방주(州)별 풍력 및 태양 에너지 사용
(단위: MW)

101억 유로
신규 풍력 발전 설비 투자액 

(2016) 

15억 유로 
신규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  

투자액(2016)

1,300 km
“전력고속도로”

179만 km 
전력망

태양 에너지
풍력

바이에른

헤센

튀링겐

작센

브란덴부르크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니더작센
작센안할트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라인란트팔츠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바덴뷔르템베르크

자를란트

33.1%
2017년 재생가능 에너지는 총 소

비전력의 33.1%를 공급하였다.

28,675기 
2017년 독일엔 28,675기의 풍

력 발전 시설이 설치되었다.

160 만 기
2017년 독일엔 160만 기의 태

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었다.

최대380,000V

23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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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독일엔 160만 기의 태

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었다.

최대380,000V

23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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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제 
협약을 체결한 당사국으로 자연보호를 목표로 한 
약 30개의 양자간 협약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을 통해 
196개국의 정부가 생물다양성의 멸종 속도를 대
폭 낮출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멸종 추
세를 막는 뚜렷한 변화는 없다. 2010년 나고야(일
본)에서 개최된 당사국 총회에서는 유전자원에 대
한 접근과 공정한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법적 틀이 
마련되었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4년 발효되었다.

독일에는 척추동물과 식물종의 40% 이상이 위
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육지, 하천 및 북해와 발
트해에서 자연과 생물종의 보호 노력을 더욱 강
화하고자 한다. 우선 주거지 및 도로 건설, 특히 
집약 농업 및 과도한 비료 사용에 의한 유해물질 
유입으로 발생한 서식지 파괴를 줄이는 것이 시
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주거지 건설과 새로운 
교통로로 사용되는 토지면적을 하루 기준 70헥
타르에서 30헥타르로 줄일 예정이다. 

또한 독일 국토의 2%는 원생의 상태로 유지하고 
숲의 5%는 자연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2015
년에는 총 면적이 31,000 헥타르에 달하는 수많
은 과거 군사지역이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
는데, 그 중에는 습지와 황야도 있다.

독일은 생물다양성이 높은 나라로, 약 48,000 종
의 동물과 24,000 종의 고등식물, 선태식물, 균
계, 지의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삶의 기반인 자
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공식 목표로, 
1994년 기본법에도 명시되었다. 북해에서 알프스 
산맥까지, 독일 전역에는 매우 상이한 성격을 가
진 16개의 국립공원과 16개의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이 존재하며, 그 밖에도 수천 개의 자연
보호지역이 있다.

삶의 기반인 다양성
테 마

몇 년 전부터 독일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
의 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개체수가 
총 600마리에 달하는) 60 무리 이상의 늑
대가 독일 동부 및 북부 지역을 누비고 있
다. 야생 고양이와 스라소니 역시 점점 더 
자주 눈에 띈다. 흰꼬리수리의 개체 수도 전
례 없이 높다. 이제는 비버도 거의 예전만큼
이나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동쪽 이웃국
가에서 독일로 넘어온 고라니와 불곰도 간
헐적으로 목격되기도 했다.
→wwf.de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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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점점 더 큰 주목을 받는 것은 해양환경 보
호다. 해양은 생물다양성이 높고 다양한 자원, 
에너지, 식량을 제공한다. 그러나 해양 생태계
는 원유 채굴, 선박 운항, 남획, 분해가 어려운 
물질(합성수지 폐기물)의 유입 및 이산화탄소
로 야기된 산성화 때문에 크게 훼손되고 있다. 
독일이 G20 정상회의 의장직을 맡은 2017년 
각국 정부 대표와 전문가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액션플랜에 합의했

다. 연방정부는 2020년 EU 의장직 역임을 유럽
의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 
구체적으로 연방정부는 자연보호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와 EU 자체의 자연보호기금 설치 등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특히 연방정부는 곤충
멸종을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곤충보
호 액션 프로그램”으로 곤충의 서식조건을 개선
하려 한다. 그 밖에 생물다양성을 과학적으로 
감독하는 모니터링 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지 도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바텐메어

함부르크 바텐메어

니더작센 바텐메어

독일의 UNESCO 생물권보전지역과 국립공원

포어포메른 보덴란트샤프트 
야스문트 

샬제 

쥐트오스트 뤼겐

뮈리츠 

운터레스 오더탈 

하르츠

하이니히켈러발트 에더제

아이펠
작센 슈바이츠

엘베 강 지역

오버라우지츠
황야 및 연못지대 

슈프레발트

뢴 베서탈 튀링거 발트

쇼르프하이데 코린 

훈스뤼크 호흐발트

바이에른 발트

슈바르츠발트

베르히테스가덴

베르히테스가데너 란트 

블리스가우
팰처발트 노르트포게젠 

슈바벤 알프스 산맥

국립공원

생물권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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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지식
학문과 지식의 중심지 ∙ 역동적인 독일 대학 ∙ 활발한 연구활동 ∙ 학술 네트워크 ∙  

적극적인 대외학술정책 ∙ 극한 환경에서 연구 활동 ∙ 

매력적인 학교제도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기관과 대학
이 자리잡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독일이 80개 
이상의 노벨상을 휩쓸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는 사실로도 그 
위상을 알 수 있다. 지식을 중요한 “자원”으로 
여기는 세계화 시대에 R&D 부문의 역사와 전
통이 깊은 독일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국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긴밀하게 연계된 
400여 개의 대학,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4개
의 대학 외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 연구소가 학
문과 지식의 중심지인 독일을 지탱하는 기둥이
다. 독일이 유럽연합 내 “혁신을 주도”하는 대
표적인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독
일의 우수한 연구업적 때문이다. 독일은 국내
총생산(GDP)의 약 3%를 R&D에 투자하는 세

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현 수준
에서 더 나아가 2025년까지 R&D 투자를 
3.5%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수많은 정책과 개혁을 통해 정계와 대학들은 세
계적인 학문과 지식의 중심지로서 독일의 입지
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 대표 사례로 
2008년 “교육을 통한 부상”이라는 슬로건 하
에 평생에 걸쳐 교육 과정을 지원해주는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다수 대학원의 국제화와 우수클러스터 
탄생을 이끌었고 우수대학전략(Exzellenzstra-
tegie)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우수
대학 육성 프로그램 (Exzellenzinitiative)”도 있

엿 보 기

학문과 지식의 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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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중심지 독일은 전 세계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다

교육 & 지식: 관련 영상
→ tued.net/ko/vid5

  V I D E O  A R  A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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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대학협정 2020 (Hochschulpakt 
2020)”, “하이테크 전략 (Hightech-Strate-
gie)”, “연구와 혁신 협정(Pakt für Forschung 
und Innovation)”, “국제화 전략(Internationa-
lisierungsstrategie)” 등의 노력이 이어졌다. 나
아가 독일은 대표적인 유럽의 연구 중심지로서 
2014년 유럽연합 회원국 중 최초로 유럽단일연
구공간(ERA)의 확대 전략을 제시했다.

독일은 무엇보다도 국제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볼로냐 프로세스를 통해 독일 대부분의 대학은 
Bachelor/Master 학위 과정으로 전환하였고, 
많은 전공 과정을 외국어로 진행하기도 한다. 독
일은 외국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5개 국가 
중 하나다.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독일 대학생
의 비율 역시 전체 대학생의 35%로 높은 편이
다. 독일 대학의 외국인 연구진 수도 지난 몇 년
간 꾸준히 증가해 현재 10% 이상에 달한다. 

또한 다수의 독일 대학이 학위 과정을 “수출”하
고 외국에서 독일식 대학 설립을 추진하면서 국
제 교육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독일의 
교육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노동시장

의 수요에 비교적 잘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독일 
성인 중 대학입학자격을 취득하거나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들은 87%에 달한다. OECD 국
가는 평균 86%이다. 

Research Explorer
25,500개 이상의 연구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 research-explorer.de

Research in Germany
혁신과 연구의 중심지인 독일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는 주요 플랫폼
→ research-in-germany.org

DWIH
전 세계 독일과학혁신센터(DWIH)에 관한 
정보 제공
→ dwih-netzwerk.de

웹 사 이 트

대학 졸업: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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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구재단
독일연구재단(DFG)은 대학 및 공공 지원을 받는 연

구기관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중앙 기관이다.

→ dfg.de

대학총장회의
대학총장회의(HRK)는 독일의 국립대학 및 국가가 

승인한 대학의 총장들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대학총

장회의의 데이터뱅크인 Hochschulkompass는 대

학 학위 과정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hrk.de, hochschulkompass.de

레오폴디나 
할레에 위치한 레오폴디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자연과학 아카데미로 1,500명의 회원이 활동하

고 있다.

→ leopoldina.org

대학 외 연구기관
막스 플랑크 협회, 프라운호퍼 협회, 헬름홀츠 협회와 

라이프니츠 협회는 연방과 주의 지원을 받는 비(非)

대학 연구기관이다.

→  mpg.de, fraunhofer.de, helmholtz.de,  

leibniz-gemeinschaft.de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
훔볼트 재단은 최고의 연구자들을 지원하며 학술교

류를 후원한다.

→ humboldt-foundation.de

독일학술교류처
독일학술교류처(DAAD)는 학생과 학자들의 국제교

류를 지원하는 최대 규모의 지원기관이다. 세계 각지

에 71개의 사무소와 정보센터를 둔 독일학술교류처

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 daad.de, studieren-in.de 

독일 동문 포털 
독일 동문 포털(Alumniportal Deutschland)은 독일

에서 유학이나 연구를 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사이트이다.

→ alumniportal-deutschland.org

“학교: 미래의 파트너(PASCH)” 이니셔티브
독일 외무부의 “학교: 미래의 파트너(PASCH)” 이니셔

티브를 통해 독일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전 세계 

약 2,000개 이상의 학교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 pasch-net.de

기관 & 지원

본 장의 주제별 추가 정보 제공 - 부연설명
을 곁들인 링크 모음, 기사, 문서, 볼로냐 개
혁, 국제화, 주요 학위, 정원 제한 등과 같은 
키워드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 tued.net/ko/dig5

한 눈 에  보 기

디 지 털  플 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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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오래된 대학교: 하이델베르크 루프
레히트 칼스 대학교(1386년 설립)

∙   가장 최근에 설립된 대학교: 브란덴부르
크 의과대학교(2014년 설립)

∙  가장 학생 수가 많은 종합대학교: 쾰른 대
학교(학생 수: 53,176명) 

∙  세계적인 석학과 우수인재들이 가장 선
호하는 대학: 베를린 자유 대학교(훔볼트 
순위 2017 기준)

목 록

독일의 대학은 매우 다양하다. 베를린과 뮌헨 같
은 대도시를 비롯해 아헨, 하이델베르크, 칼스루
에 같은 소규모 도시에도 명성이 자자한 명문대
학들이 자리잡고 있다. 연구성과가 우수한 중간 
규모의 대학과 남다른 경쟁력을 자랑하는 소규
모 대학이 독일 학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상해 세계 대학 순위, QS 세계 대학 순위,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대학 순위 등을 살펴보면 
세계 200대 대학 안에 12개에서 20개까지의 독

일 대학이 포진되어 있다. 특히 뮌헨 공대, 뮌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 하이델베르크 대
학교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독일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독
일 대학의 수는 총 399개(120개 종합대학, 221
개 응용학문대학, 58개 예술・영화・음악대학)였
다. 이들 대학이 제공하는 전공과정은 총 19,011
개다. 유럽의 통일된 고등교육제도 설립을 목표
로 1999년 실시된 볼로냐 프로세스를 통해 현재
까지 거의 모든 전공과정이 Bachelor/Master 
과정으로 전환되었다. 240개 대학은 국가로부
터, 39개 대학은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120개 대학은 사립대학이다.

외국 유학생들의 선호도 증가

독일 대학은 대학의 구조와 설립목적에 따라 
크게 종합대학, 응용학문대학 그리고 예술・영
화・음악대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인 대
학들은 다양한 전공과목을 제공하지만, 공과대
학(TU)의 경우 엔지니어링 부문과 자연과학 
부문의 기초연구에 중점을 둔다. 그 중 독일을 
대표하는 9개의 공대는 2006년 TU9 연합을 
결성했다. 독일의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
할을 넘어 연구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

역동적인 독일 대학
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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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의 통합이라는 훔볼트
의 교육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대학은 학계 후
진 양성, 탄탄한 기초 전문 지식 전달, 독립적으
로 활동하고 연구하는 학자 양성을 최우선 목
표로 두고 있다. 

실용적 성격이 강한 221개의 응용학문대학은 
독일의 특수 교육 기관으로 영어권에서는 흔히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이라고 불린
다. 독일에선 박사학위를 지금까지 종합대학교

에서만 수여할 수 있었지만, 헤센 주(州)가 연방
주(州) 중 최초로 응용학문대학에도 박사학위
를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독일의 대학진학률은 높아지는 추세다. 2005년
에만 해도 대학진학률이 37%에 불과했지만, 현
재 독일 젊은이의 50% 이상이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연방교육촉진법(BAföG)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차원

독일에는 약 400개 대학에 280만 명의 대학생이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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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연방교육촉진법(BAföG)은 가정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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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력 결과 부모가 대학 졸업자가 아닌 자녀 두 
명 중 한 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고 집계되었
다. 2016/2017 겨울학기에 대학에 등록한 학생 
수는 280만 명이며, 이 중 265,000명은 외국에
서 대학입학자격을 취득한 학생으로 2006/2007 
겨울 학기 대비 41% 이상 증가했다.

현재 독일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 수는 
1996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유학생들은 
주로 중국, 인도, 러시아 출신이다. 독일은 유학
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5개 나라 중 하나이다. 
독일 대학은 외국어로 운영되는 국제 전공 과정

을 증설했다. 약 1,400개의 학위과정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730개 이상의 경우 독일 본교
와 다른 국가의 대학에서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박사학위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 학
생들에게는 독일의 체계적인 박사학위과정이 
매우 매력적인 요소이다. 학비가 거의 무료라는 
점 역시 독일 대학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상승하는 대학진학률에 연방과 16개 주(州)는 
공동 대응하고 있다. 2014년 연방과 16개 주 
(州)는 “대학협정 2020”을 체결해 향후 몇 년 
안에 대학 정원을 최대 76만 명 추가 증원하고 

독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지  도

오래 전부터 중국 유
학생이 독일 유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0,204
러시아

34,276
중국

6,577
우크라이나

6,837
터키

14,878
인도

9,798
오스트리아

7,717
이탈리아

7,265
카메룬

6,826
프랑스 6,994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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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협정 운영 기간(2007-2023) 동안 연방 정부는 
202억 유로를 그리고 주(州) 정부는 183억 유
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대학 육성 및 국제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연방과 주(州)는 우수대학 육성 프로그램을 통
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의 우수 연구
프로젝트와 연구기관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제
2차 프로그램 운영 기간(2012-2017년) 동안 
45개 대학원, 43개 우수클러스터, 그리고 11개 
미래 컨셉트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았다. 이로써 
총 39개 대학이 27억 유로의 지원을 받게 된 것
이다. 2018년부터 우수대학전략(Exzellenz-
strategie)을 실시해 본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
다. 운영 종료 기간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매년 
총 5억 3,300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본 전
략은 독일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우수클러스터 지원을 통해 개별 대학
이나 프로젝트 별 네트워크를 결성한 대학 모두 
연구분야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동일 대학이 2개 이상의 우수클러
스터에 참여할 경우,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지
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독일 대학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국제화다. 대학
총장회의에 따르면 현재 독일 대학은 150여 개 
국가의 파트너 기관과 33,000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해 복수학위 취득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 

많은 대학이 외국에서 독일 학위과정 개설 및 독
일 대학을 모델로 삼은 대학 설립에 동참하고 있
다. 이집트, 중국, 요르단, 카자흐스탄, 몽골, 오만, 
싱가포르, 헝가리, 베트남, 터키 등지에 이렇게 설
립된 대학이 운영 중이다.

독일은 대학생들의 외국 연수 및 유학 역시 장
려하고 있다. 이미 30% 이상의 독일 대학생이 
외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다. 앞으로는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재학 기간 중 외국 체류 경험을 쌓
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의 유학경험을 지원
하기 위해 ERASMUS+ 프로그램과 같은 장학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여교수 프로그램
현재 독일 여성이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교수 
중 여교수의 비중은 1/4도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방과 주(州)는 2008년 “여교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본 프로그램은 제3
차 기간(2018-2022) 동안 2억 유로를 지
원해 대학의 여교수 비율을 높이고 양성평
등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
의 지원을 받아 이미 500명 이상의 여교
수가 임용되었다.
→ bmbf.de/de/494.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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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 프로그램
현재 독일 여성이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교수 
중 여교수의 비중은 1/4도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방과 주(州)는 2008년 “여교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본 프로그램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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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 대학의 여교수 비율을 높이고 양성평
등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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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연구활동
테 마

독일은 학술과 연구를 중요시하는 국가이다. 경
제계뿐 아니라 정치계 역시 지난 몇 년 사이 학
술 및 연구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
다. 2016년 독일의 연구활동 재정지원은 국내총
생산(GDP)의 2.93%에 달했다. 이로써 독일은 
국내총생산(GDP)의 2.5% 이상을 R&D에 투자
하는 세계 R&D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2016년 독일의 R&D 투자액은 약 922억 유로였
다. 이 중 약 630억 유로는 산업계가 담당했으며, 
약 165억 유로는 대학이 그리고 약 120억 유로는 

국가가 지원했다. 유럽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종합
혁신지수(IUS) 2017”은 독일을 스웨덴, 덴마크, 핀
란드, 네덜란드, 영국과 함께 유럽연합의 혁신 주
도 국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혁신분야에 대한 
독일 기업의 높은 투자가 유럽 전체에 좋은 선례가 
된다고 평가했다. 독일 기업의 2016년 R&D 투자
규모는 2006년 대비 약 50% 상승했다. 국가와 산
업계 및 대학의 공동 R&D 지원규모는 2005년 이
래 약 65% 상승했다. 독일은 GDP 대비 R&D 투자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2025년 R&D 투자액을 
GDP의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첨단기술의 중심지 독일
독일에서는 657,894명이 R&D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2017년 R&D 분야에 대
한 국가지출만 보면 2005년 대비 90% 
이상 증가했다. 독일은 R&D분야에 가장 
높은 투자 규모를 보이는 5개 국가 중 하
나이다.

 

그 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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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어느 때보다도 R&D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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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구자들 역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18년 발표된, 전세계 연구기관과 대학의 연
구논문 발표 건수를 측정하는 “네이처 지수”에
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
어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독일은 2006년부터 분야를 초월한 하이테크 
전략을 통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하이테크 
전략으로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에서부터 인공심장판
막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신기술 제품들이 탄생
하였다. 하이테크 전략은 처음엔 세부 기술 분
야의 시장 가능성에 관심을 두었지만, 2010년
부터는 미래를 위한 솔루션과 솔루션의 실현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
혁신전략이기도 한 하이테크 전략은 디지털화, 
건강, 기후와 에너지, 교통, 안전, 사회혁신, 미
래 노동 등 주요 도전과제도 집중적으로 다루
고 있다.

또한 하이테크 전략은 우수 클러스터를 선정하
는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총 3차까지 진행된 본 
대회에서 선정된 15개의 우수 클러스터는 특별 
지원을 받는다. 2014년에 실시한 평가 결과 이 

우수클러스터들은 신기술 900건, 특허 300
건, 박사학위 450개, 학사/석사학위 1,000개, 
그리고 창업 40건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
로 나타났다. 독일에는 공공 재정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이 1,000개에 달한다. 대학과 함께 독
립적인 4대 대학 외 연구기관이 독일 연구를 
이끄는 중추이다.

우수한 대학 외 연구기관

1948년 설립된 막스 플랑크 협회(Max Planck 
Gesellschaft)는 자연과학, 생명과학, 인문사
회과학 분야 등 기초연구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대학 외 연구기관이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미국, 브라질에 위치한 6개의 연구소
를 포함해 총 84개에 이르는 막스 플랑크 연구
소에서 총 14,000명의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47%는 외국인이다. 협회 설립 이
래 총 18개의 노벨상이 막스 플랑크 협회 소속 
연구원에게 돌아갔다. 막스 플랑크 협회는 
1970년 이래 4,000개 이상의 발명품을 출시
했으며, 특허 등록은 매년 75건에 달한다.

헬름홀츠 협회(Helmholtz-Gemeinschaft)는 
에너지, 지구와 환경, 건강, 항공, 우주와 교통, 핵

2008
독일의 페터 그륀베르크와 프랑스의 
알베르 페르가 기가바이트 용량의 
하드디스크 탄생을 가능케 한 거대
자기저항효과를 발견한 지 9년 만에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한다.

2005
우수대학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을 받을 대학이 선정된다. 연구 혁신 
협정을 통해 대학 외 연구기관들도 
지원을 받게 된다. 2007년에는 연방
과 주(州)가 첫 대학협정을 체결한다.

1995
전기공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칼하인
츠 브란덴부르크를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에를랑겐 소재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오늘날 전 세계 표준이 
된 음향 압축을 위한 MP3 기술을 개
발한다.

이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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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술, 물질 구조 등 6개 분야의 연구를 선도한
다. 헬름홀츠 협회 소속 학자들은 특히 복합적 
시스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독일 내 20개 
지역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독일항공우주센터
(DLR)를 포함해 18개의 독립적인 헬름홀츠 연
구 센터를 갖춘 헬름홀츠 협회는 독일에서 가장 
큰 연구 조직으로 40,000명의 연구원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 72개 기관과 연구소를 둔 프라운
호퍼 협회(Fraunhofer-Gesellschaft)는 응
용과학 중심의 연구기관으로서는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건강과 환경, 교통과 운송, 
에너지와 원료가 주요 연구분야이다. 프라운
호퍼 협회는 10개의 유럽 국가, 북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의 각 2개 국가, 7개의 아시아 국가
와 2개의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이스라엘에 자
회사와 사무소 및 협력파트너를 둔 세계적 연
구기관이다. 

라이프니츠 협회(Leibniz-Gemeinschaft)는 
자연과학, 공학, 환경과학을 비롯해 경제학, 공
간학, 사회학과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93개의 독립 연구기관을 아우
른다. 총 9,900명에 달하는 라이프니츠 협회 

소속 연구원들은 정치계와 경제계, 일반대중
에게 지식 전달을 공통된 주요 과제로 두고 연
구활동을 하고 있다.

학문 및 연구 분야의 지원은 독일연구재단
(DFG)이 담당한다. 학문 및 연구 지원 분야에
서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연구재단
은 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북아메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에 사무
소를 두고 있다. 독일연구재단은 독일과 전 세
계 연구원들, 특히 유럽단일연구공간(ERA) 내 
연구원들 간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2017
학위 과정을 국가가 관장하는 의학과
와 법학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학위 
과정이 Bachelor/Master로 개편했다.

2012
유럽특허청이 라식 수술법을 발명한 
하이델베르크 출신의 물리학자 요제
프 빌레에 유럽발명가상을 수여한
다. 빌레는 100개 가량의 특허를 내
면서 오늘날 활용되고 있는 안구 레
이저 수술법의 기틀을 닦았다. 

2014
슈테판 헬 막스 플랑크 생물물리화
학연구소 소장은 두 명의 미국 연구
자와 초고해상도 형광현미경을 개발
하고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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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로 학술 분야도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
했다. 특히 지식 및 학자 간 네트워크 구축이 중
요해졌고 이 측면에서 독일은 유리한 입지를 선
점하였다. 독일에서 발표한 학술논문의 거의 절
반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탄생한다. “세계를 
향해 열린 학술계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399개 독일 대학에서 외국 국적 출신의 과학 
및 예술 부문 인력이 총 45,858명에 달하며 그 
중 3,184명은 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외국인 인력은 전체 인력의 거의 12%에 달하
며, 2010년 대비 1/3 이상 증가했다. 비(非)EU
국가 출신의 학자를 대상으로 최근 도입된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도 이러한 변화에 기여하였다. 

독일 체류를 지원 받는 외국 연구자들은 아시아
와 태평양권 국가 및 서유럽 국가 출신이 주를 
이룬다. 지원을 받은 전체 34,869명의 외국 연
구자 중 위 국가 출신의 전문가들이 각각 18%
를 차지한다. 독일 대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은 
웰컴센터를 마련해 외국 학자들이 새로운 환경
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독일은 단기 체류 

외국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들
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향후 중요한 협력 파트너
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외국 학자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대형 연구 장비 등 매력적인 연구 인프
라 때문에 독일을 찾는다. 헬름홀츠 협회만 해
도 다양한 연구분야를 위해 약 50개의 대형장
비를 구비하고 있다. 훔볼트 재단은 독일에서 지
급되는 연구 지원금 중 가장 규모가 큰 500만 
유로를 외국의 명망 높은 석학들에게 지원하며, 
실제 많은 학자들이 해당 지원금을 통해 독일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반대로 외국으로 나간 독일 학자 14,359명은 독
일연구재단(DFG)과 유럽의 마리퀴리프로그램 그
리고 무엇보다도 독일학술교류처(DAAD)의 지원
을 받았다. 독일학술교류처는 대학생 및 학자들의 
교류를 지원하는 단체 중 세계에서 가장 큰 단체
로, 독일로부터 지원을 받는 연구자의 약 3/4이 독
일학술교류처에서 장학금을 받아 활동한다. 

학술 네트워크
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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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학과 학술기관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 연구팀을 결성해 공동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독일은 학술분야 국제협력의 확대 및 심화와 동
시에 한 단계 높은 차원의 협력을 목표로 한다. 
연방정부가 2017년 수립한 교육, 학문, 연구 국제
화 전략이 이와 같은 협력의 토대라 할 수 있다.

국제화 전략의 새로운 방향

정부는 국제화 전략을 통해 세계화와 디지털화
의 가속화, 유럽단일연구공간(EFR)의 확대 그
리고 기존의 학문과 교육의 중심지 외 다른 지

역의 새로운 국제 혁신센터 부상 등 새로운 변
화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연구활동의 국제적
인 결속 촉진, 직업 교육에서 전 세계적인 협력 
강화, 개발도상국 및 신흥공업국과 파트너 관
계 체결, 기후변화와 보건 및 식량안보 등 국제
적인 도전과제 해결에서 초지역적 노력을 국제
화 전략의 핵심 과제로 두고 있다. 국제적으로 
매력적인 연구와 학문의 중심지로서 독일의 입
지를 강화하기 위해선 유럽단일연구공간 확대
가 특히 중요하다.  

KOR_094-113_BILDUNG_2018_Druck.indd   107 2018/6/18   下午5:03



독일 대학과 학술기관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 연구팀을 결성해 공동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독일은 학술분야 국제협력의 확대 및 심화와 동
시에 한 단계 높은 차원의 협력을 목표로 한다. 
연방정부가 2017년 수립한 교육, 학문, 연구 국제
화 전략이 이와 같은 협력의 토대라 할 수 있다.

국제화 전략의 새로운 방향

정부는 국제화 전략을 통해 세계화와 디지털화
의 가속화, 유럽단일연구공간(EFR)의 확대 그
리고 기존의 학문과 교육의 중심지 외 다른 지

역의 새로운 국제 혁신센터 부상 등 새로운 변
화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연구활동의 국제적
인 결속 촉진, 직업 교육에서 전 세계적인 협력 
강화, 개발도상국 및 신흥공업국과 파트너 관
계 체결, 기후변화와 보건 및 식량안보 등 국제
적인 도전과제 해결에서 초지역적 노력을 국제
화 전략의 핵심 과제로 두고 있다. 국제적으로 
매력적인 연구와 학문의 중심지로서 독일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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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대외학술정책
테 마

학술 및 대학교류는 독일 대외문화・교육정책의 
중요한 축이다. 외무부는 독일학술교류처 
(DAAD),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 독일고고학
연구소 (DAI)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
는 정치재단을 주요 파트너로 두고 학술교류 정
책을 실시 중이다. 독일은 2009년 대외학술정
책을 도입한 이후 이 정책에 입각하여 이미 효과
가 입증된 방안을 확대 실시하고 새로운 조치도 

추진 중이다. 일례로 모스크바, 뉴델리, 뉴욕, 상
파울루 및 도쿄에 자리한 5개의 독일과학혁신
센터(DWIH)가 전 세계와 독일과의 학술 교류협
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2009년부터 독일학술교류처는 러시
아, 태국, 칠레와 콜롬비아에 설립한 4개의 우수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이 센터는 수 백 명에 달
하는 전 세계 학자와 독일 연구기관의 연계 및 
최고 수준의 후진 양성을 담당한다. 또한 2008
년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10개의 전
문센터를 설립해 새로운 연구역량 개발과 교육
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위험 및 분쟁 지역과 학술 협력

또한 독일은 대외문화・교육정책을 통해 위험 및 
분쟁 지역과 과도기 국가에 교육과 연구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 지역에 학문
과 학술의 발전 가능성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복합적인 성격을 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연
구와 대학교육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

1억 8,350만
2017년 외무부는 독일학술교류처(DAAD)
에 1억 8,350만 유로를 지원했다. 이는 독
일학술교류처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한다(34.8%). 대외문화교육정책의 일환
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
램이 이 지원금으로 진행된다.

숫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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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치적 이해를 도모하며 위기방지와 위기극
복을 실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 강화

최근 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분쟁과 갈등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학문의 자
유가 억압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학문 자유의 위협
을 받고 있는 연구자가 독일에서 연구활동을 하도
록 지원하는 알렉산더 폰 훔볼트재단의 “필립 슈
바르츠 이니셔티브”에 독일 외무부는 재정 지원
을 하고 있다. 또한 외무부는 2014년 독일학술교
류처와 함께 “시리아를 위한 리더십”이라는 프로
그램을 실시해 221명의 시리아 장학생을 선발하
여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는 기
회를 주었다. 그 밖에 난민이 처음으로 입국하는 
나라를 일컫는 1차 수용국가에 체류 중인 난민을 
대상으로 한 “서 플레이스 장학프로그램(Sur-Pla-
ce-Stipendienprogramme)”에도 외무부는 지원

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사업으로 외무부가 
유엔 난민 기구(UNHCR)와 함께 실시 중인 “독일
의 알버트 슈타인 난민 학업 지원 프로그램(DA-
FI)”과 독일학술교류처의 “서 플레이스 장학금
(Sur-Place-Stipendien)”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원활동을 통해 독일의 교육 및 학
술기관은 대학교육과 연구 정책적으로 제반조
건이 열악한 지역에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한다. 
독일학술교류처는 그 밖에 연방 교육・연구부와 
함께 “통합 프로그램- 전문학업분야의 난민 통
합지원”과 “웰컴- 난민에 대한 대학생의 적극적
인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독일은 2011년부터 다수의 아랍권 국가들과 전
환지원파트너십을 맺고 독일 대학과 협력프로젝
트를 실시해 아랍 대학의 개혁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분쟁지역 출신의 미래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굿 거버넌스” 프로그램도 독일이 추
진하는 대외학술정책의 주요사업이다. 

독일학술교류처의 “시리아를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학업을 마친 졸업생과 마스 외무장관(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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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환경에서 연구 활동
파 노 라 마

로제타 미션 
유럽 우주국(ESA)의 로제타 미션은 태양계의 생성
역사를 탐구했다. 독일항공우주연구소(DLR)는 미션
의 탐사로봇 ‘필래’를 개발하는 과정에 크게 기여했
고 탐사로봇을 최초로 혜성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한 
착륙선통제센터를 운영한다.

로제타 탐사선
10년 간의 비행 끝에 
탐사로봇 필래를 추류
모프-게라시멘코 혜
성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탐사로봇 필래 
필래는 혜성에 착륙한 최
초의 로봇이다.

탐사로봇 필래

노이마이어 III 기지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는 남극의 빙하지대에 노이마이어 III 
기지를 운영한다. 이곳에서 연구원들은 연중 내내 상주하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 기지는 여러 기둥 위에 세워진 건물
로 얼음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기지의 높이도 함께 높아진다.

크레인 6대 
권양기 9대

무게: 2,300톤
크기: 68 x 24m
사용면적: 4,890m2, 4개 층
연구실/사무실: 12개
숙소: 15개 실, 침대 40개

무게: 100 kg
크기: 1 x 1 x 0.8 m
착륙: 2014년 11월 12일

399개
대학

280만 명
대학생

922억 유로 
R&D 투자

586,030명 
연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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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층
식당 및 도서관

해양탐사선 존네
독일의 해양탐사선 중 가장 최신식 탐사선으로 2014년 말부터 태평양
과 인도양에서 심해의 비밀을 탐사 중이다. 최첨단 장비를 갖춘 탐사선 
존네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해양탐사선 중 하나이다.

적재층
연구진 객실 20개

연구층
총 면적 600㎡,  
연구실 8개

객실층
선원 객실 33 개

수중 로봇
원격조정되며 영상카메라와 
로봇 팔을 갖추고 있다.

채수장비
해수 시료를 채취하고 온도
와 깊이를 측정한다.

멀티코어러
다수의 시료를 동시에  
채취할 수 있다.

길이: 116m
속도: 12.5kn
항해기간(최대): 52일
인력(최대): 40명
탐사활동지역: 인도양, 태평양

81개
전 세계 막스 플랑크 연구소

72개
프라운호퍼 연구소

93개
라이프니츠 협회의  

연구기관

18개
헬름홀츠 협회의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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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학교제도
테 마

독일에서는 16개 연방주(州)가 학교 제도에 전
반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교육 제도, 커
리큘럼과 학교 형태가 지역별로 상이하다. 이에 
따라 16개 주(州)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상
설회의(KMK)를 열어 유사하고 가급적 동일한 
조건의 교육과정과 학교 졸업 자격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 조율한다. 

2016/2017년에는 약 1,100만 명의 학생들이 총 
42,322개의 공립 일반학교와 직업학교에 재학 
했고, 전체 교사 수는 798,180명으로 집계되었
다. 동시에 5,836개 사립 일반학교 및 직업학교
에 다니는 학생 수는 약 990,402명이었다. 독

일에서는 누구든지 만 6세부터 9년에 걸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독일 교육정책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 지원과 조기교육과 초등
교육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000여 개의 전일제학교가 운영 중이다. 독
일의 확고한 교육제도로 자리잡은 전일제학교
를 통해 무엇보다도 교육 수준이 낮은 부모를 둔 
자녀들도 동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공립학교는 학비가 없다. 독일의 학교제도는 
크게 초등교육 단계, 중등교육 단계 I 및 중등
교육 단계 II의 수직적 구조로 구성된다. 독일
의 학교교육은 초등학교인 그룬트슐레(1-4
학년,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경우 1-6학
년)에서 시작된다. 그 다음 기초 직업교육에 
초점을 둔 직업학교인 하우프트슐레(5-9학
년 또는 5-10학년)와 중급 기술자와 공무원
을 양성하는 직업학교인 레알슐레(5-10학
년, 중급교육과정 이수자격 취득(미틀러레 
라이페)) 또는 대학진학을 하는 일반학교인 
김나지움(5-12학년, 또는 5-13학년, 대학입
학자격 취득(아비투어))에서 중등교육이 이
루어진다. 이 3개의 중등교육 기관이 각각 독
립적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2개의 학교가 결
합한 형태나 게잠트슐레(종합학교)와 같이 3
개의 형태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중등 교육과정을 전환하도록 지원하
는 학교도 있다. 김나지움을 제외하고 중등학
교 기관의 명칭은 주(州)에 따라 상이하다. 

2017년에는 440,000명의 학생이 대학 및 응
용학문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했다. 특수교육이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8년 초 OECD가 발표한 국제학업성취
도평가(PISA)의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은 사회적 취약 계층과 부유층 학생의 학업
성취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업성취도와 사회계층의 긴밀한 연관관계
를 입증하는 통계자료도 공개했다. 그럼에
도 동등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독일은 긍정
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 oecd.org/pisa

글 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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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00만 명의 학생이 일반학교에 다닌다

필요한 학생의 경우 장애에 따라 특수학교나 장
애인지원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장애
인권리협약에 입각해 원칙적으로 비(非)장애학
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확
대 조성해야 한다.

72개 국가에 설립된 140개 독일 해외학교는 
명문학교로 알려져 있다. 해외학교에서는 현
재 약 22,000명의 독일학생과 60,000명의 
외국인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다. 대부분의 

해외학교는 사립재단에 의해 운영되지만, 해
외학교 관리처(ZfA)를 통해 인력 및 재정 지
원을 받는다. 외무부가 2008년에 도입한 “학
교: 미래의 파트너(PASCH)” 이니셔티브는 외
무부의 조율 하에 해외학교 관리처(ZfA)와 독
일문화원이 추진 중이며 독일어 학습자 네트
워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500,000명이 넘
는 학생에게 독일어 수업을 제공하는 전 세계 
2천여 개의 학교들이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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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받는다. 외무부가 2008년에 도입한 “학
교: 미래의 파트너(PASCH)” 이니셔티브는 외
무부의 조율 하에 해외학교 관리처(ZfA)와 독
일문화원이 추진 중이며 독일어 학습자 네트
워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500,000명이 넘
는 학생에게 독일어 수업을 제공하는 전 세계 
2천여 개의 학교들이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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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수 약 8,260만 명으로 독일은 유럽연합에
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현대적이고 세계
를 향해 열려 있는 독일은 대표적인 이민국이 되
었다. 현재 독일에는 이민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약 1,860만 명에 달한다. 독일은 이민규정이 가
장 관대한 나라 중 하나다. 

OECD가 2017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
였다.

독일 국민 대부분은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생활수준과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개척
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누린다. UN이 발표한 인
간개발지수 2016에서 독일은 188개 국가 중 4

위를 차지했다. 총 50개국의 이미지 순위를 나
타내는 국가 브랜드 인덱스 2017에서 독일은 무
엇보다 삶의 질과 사회 정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
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사회국가인 독일
은 국민의 사회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정의한다.

독일 사회엔 또한 다원화된 삶의 방식과 인종 및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한다. 새로운 삶의 형태가 
등장하고 삶의 현실이 변화하면서 독일 사회의 
일상도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들은 새로운 
가치관과 경험으로 독일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한
다. 독일 사회는 전형적인 삶과는 다른 삶의 방식
과 다양한 성적 취향을 인정하고 개방적인 태도
를 보인다. 양성평등은 확산되고 있으며, 전통적
인 남녀 역할 구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장

풍요로운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성 ∙ 적극적인 이민정책 ∙ 다양한 삶의 형태 ∙ 적극적인 시민사회 ∙  

강한 사회국가 ∙ 다양한 여가활동 ∙ 자유로운 종교활동

사회

엿 보 기

풍요로운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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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높은 생활 수준과 개인이 자유롭게 삶을 개척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보장한다

 V I D E O A R  A P P

독일 사회: 관련 영상: → tued.net/ko/vi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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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 역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독일의 미래를 가장 크게 좌우
하는 주요 현상이다. 출생률은 최근 들어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성 1명 당 1.5명
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기대수명
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은 2060년까지 독일의 총 인구수는 이
민자 유입 정도에 따라 변화가 있겠지만 최대 
6,76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로 인해 사회 보장제도는 새로
운 도전과제에 직면했다. 

지난 몇 년 사이 일어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
라 독일 사회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 상황에 노출
되었고 경제력 차이에 의한 사회 계층화도 심화
되었다. 2017년 독일 평균 실업자는 250만명으
로 1991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지만, 독일 국민의 
1/5은 빈곤 위험에 처해있고 특히 젊은이와 한부
모 가족의 빈곤 위험이 크다. 동서독 지역 간 사
회적 격차도 여전히 존재한다. 

독일은 인구구조 변화로 큰 도전과제에 직면했다

도이치 플러스 (Deutsch Plus)
각종 분야를 아우르는 네트워크와  
다원주의 공화국의 실현을  
위한 이니셔티브 
→ deutsch-plus.de

Make it in Germany
세계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다국어 정보 포털 
→ make-it-in-germany.com

인간개발보고서
세계 속 독일의 순위는?
→ hdr.undp.org

웹 사 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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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민난민청
독일 체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망명신청을 

심사한다.

→ bamf.de

독일이슬람회의 
2006년 처음 열린 독일이슬람회의(DIK)는 독일 정

부와 독일에 사는 무슬림의 장기적인 소통을 위한 

포럼이다.

→ deutsche-islam-konferenz.de

국가의 통합 실천계획
통합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연방정부는 2005년 사

회 통합을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다. 이후 매년 

통합회담이 개최된다. 

→bundesregierung.de 

여론조사기관
다수의 여론조사기관이 정기적으로 독일의 여론을 

조사하며 선거철에는 선거 예상 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선거연구그룹(Forschungsgruppe Wahlen),  

포르사(FORSA), 앰니드(EMNID),  

인프라테스트 디맵(Infratest DIMAP),  

알렌스바흐 여론조사 연구소(Institut für Demos-

kopie Allensbach)를 들 수 있다.

연방자원봉사제 
사회, 환경, 문화 부문 또는 스포츠, 사회 통합, 민간 

보호 및 재난 보호 관련 활동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

고자 하는 남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 bundesfreiwilligendienst.de

연방노동청
연방노동청은 일자리 중개 및 취업 장려, 실업수당 

지급을 담당한다.

→ arbeitsagentur.de

재단
독일은 유럽에서 재단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전국 평균을 내면 인구 10만 명당 26.5개의 재단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재단으로는 국가의 의뢰를 받아 

각종 제품을 비교하는 바렌테스트 재단을 들 수 있다.

→ stiftungen.org

본 장의 주제별 추가 정보 제공 - 부연설명을 
곁들인 링크 모음, 기사, 문서.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 보장, 세대 간 계약, 
평등, 생활 수준 등에 관한 추가 정보 제공
→ tued.net/ko/dig6

한 눈 에  보 기

기관 & 지원

디 지 털  플 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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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들이 찾는 
나라 중 하나이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미국 다음으
로 가장 많은 이민자가 찾는 국가이다. 35개의 
OECD 회원국 중 독일만큼 이민자가 급격히 증
가한 나라도 없다. 2015년 독일에 2백만 명의 
이민자가 정착하면서 이민자 수는 최고치를 경
신했다. 이민자 중 상당수는 자국에서 위험을 
느껴 보호를 받기 위해 독일을 찾았다. 시리아
와 이라크 등 국가 출신의 많은 국민들이 특히 
전쟁과 분쟁을 피해 고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망명했다. 2016년 독일로 온 이민자 수가 170
여만 명으로 집계된 이후 이민자 수는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난민발생 원인을 줄이고 비정규 이민
자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민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체계적으
로 조율하려 한다. 이에 따라 독일에 더 이상 체
류허가를 받기 어려운 이민자들의 귀환과 고국
에서 이들의 재(再)통합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실시 
중이다. 2016년 기준 독일엔 약 1,000만 명의 사

이민 배경 여부에 따른 인구 구조(2016)

6,380 만
이민 배경이 없는  
독일 시민권자960 만

이민배경이 있는   
독일 시민권자

1,000 만
외국인

적극적인 이민정책
테 마

현대 이민사회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선호되는 이민국이다. 
2016년 약 1,860만 명의 이민 배경이 있는 이
들이 독일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
에는 현재 400~50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이 자신의 종교를 이슬람교
로 밝혔다(전체 인구의 2.5% ~ 3%).

그 래 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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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지역별 순인구 이동(2015)

0 250,000 500,000

아시아

아메리카, 호주,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EU

독일 내 종교 분포

28.5 %
로마 가톨릭 교회

36.2 %
무교

26.5 %
개신교

3.9 %
기타

4.9 %
이슬람교

독일엔 이민 배경이 있는 1,86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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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외국국적을 소지했고, 이민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1,86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민배경
이 있는 사람들이란 이민자, 독일에서 태어난 외
국인, 부모 중 한 명이 이민자거나 외국인인 자녀
를 의미하며, 이 그룹은 전체 인구의 22% 이상을 
차지한다. 이민배경이 있는 그룹 중 960만 명은 
독일 국적을 보유했고, 이들 중 42%는 태어나면
서부터 독일 국적자였다. 이민배경이 있는 독일 
국적자 중 33%는 동구권과 구소련에서 거주하
다가 귀환한 독일계 이주자이며, 나머지 25%는 
귀화자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거의 110,400명
에 달하는 외국인이 독일로 귀화했다.

이민자는 독일 사회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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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철의 장막 붕괴 및 “구 유고슬라비
아”의 전쟁으로 1990년 독일로 이
주한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다. 이 과정에서 중부유럽과 동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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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백만 번째 “손님노동자(이민노동자)”
가 환영을 받으며 독일에 입국한다. 
1973년에는 석유파동으로 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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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독일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1950년대 중반 노동력 부족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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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터키, 모로코, 포르투갈, 튀니
지, 유고슬라비아와 인력파견 협약
을 체결한다.

이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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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오리엔테이션 강좌로 구성된 사회통합강
좌를 수강해야 한다.

20세에서 34세 사이의 외국인 중 30% 이상이 
직업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
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이들의 교육참여 확대를 
주요 목표로 두고 여러 방안을 실시 중이다. 
2014년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이중국적을 취득
할 수 있게 되었다. 법 개정 전까지 부모가 외국
인인 자녀는 23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의 국적이
나 독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법이 개정
되면서 1990년 이후 독일에서 태어나 성장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의무“는 폐지되었다.

난민과 정치적 박해자 보호

기본법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 이에게 망명
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이를 통해 독일은 역
사적이고 인도적인 책임을 다하려 한다. 소위 “
난민위기“가 발생한 2015년 망명을 원하는 
890,000명의 난민이 독일 땅을 밟았고 2016
년엔 약 746,000명의 난민이 망명을 신청했다. 
현재 망명신청건수는 감소해 2017년엔 
223,000건이 그리고 2018년 1월에서 4월까지 
총 64,000여건의 망명신청이 접수되었다. 독일

은 난민문제를 유럽과 연대적으로 해결하고, 난
민보호를 강화하며 독일이 아닌 다른 유럽국가
에 수용 중인 난민에게도 지원책을 제공하는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민자의 통합 실태에 관한 OECD 조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이민
자 통합 지수(2015)” 라는 비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최근 몇 년 사이 독일에서는 이민자
들의 노동시장 접근성이 점점 나아지고 있
다. 그러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사
람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oecd.org

글 로 벌

2014
2014년에는 20만 명 이상이 독일 
망명을 신청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에서 외국으로 떠나는 인구보
다 같은 기간 독일로 이주한 인구가 
약 50만 명 더 많았다.

1997
1980년대 중반부터 이민노동자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난민이 독일을 
찾기 시작했다. 1997년 체결된 더블린 
조약은 유럽 국가들이 난민의 망명 신
청을 처리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2005
“마이크로 센서스”를 통해 처음으로 
인구의 이민 배경을 상세히 조사할 
수 있게 된다. 2015년에는 독일 거주
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이민 배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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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의 시대이자 국경을 초월한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는 21세기에도 가정의 중요성
은 크다. 독일인 10명 중 8명이 가정이 가장 중
요한 사회적 제도이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준
거집단이라고 답한다. 동시에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독일에 사는 
사람 중 절반이 채 안 되는 사람만이 가정을 이
루고 산다. 

전통적인 구조의 가정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전체 가정의 약 70%에 달하면서 가장 보편적인 
가정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는 최
근 들어 소폭 상승해 2016년에는 410,000건을 
기록했다. 한편 결혼한 부부의 1/3이 이혼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혼한 부부의 평
균 혼인지속 기간은 15년이었다. 2015년 전체 
혼인 건수 중 약 46,000건은 독일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었다.

비혼 커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뚜렷한 증가
세를 보였다. 현재 1,160만 가구 중 이러한 비혼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과 2013년 사

이 두 배 증가했고, 자녀를 둔 커플 10쌍 중 1쌍
은 비혼 커플이다. 한부모 가정도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체 가정의 1/5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총 270만 한부모 가정 
중 90%가 여성 혼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다. 
미혼모나 미혼부는 대부분 상당한 빈곤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중 50% 이상이 국가의 지
원을 받고 있다.

또한 동성 커플 가정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2015년 기준 독일엔 94,000쌍의 동성 커플이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1/2 이
상이 증가한 것이다. 2001년 동성 커플 가정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동성 간의 혼인신고 제
도가 도입되었는데, 전체 동성 커플 중 약 
43,000쌍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2017년 연방하
원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모두를 위
한 결혼(Ehe für alle)“이라는 법안을 가결하면서 
동성 커플도 혼인을 하고 아동입양과 같이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가정 형태가 생겨나는 한편 1인 
가구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전체 가구 

다양한 삶의 형태
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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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41%가 1인 가구이다. 인구구조 변화로 혼자 
사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독신을 선택하는 젊
은이도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육아휴직(Elternzeit) 및 부모수당 
(Elterngeld)을 통한 적극적인 가정 지원

가정 내 관계 역시 변화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 
간 관계는 일반적으로 원만하며, 자녀교육은 

위계적이거나 권위적인 관계보다 상호 의사 존
중, 사랑, 지원과 자립을 위한 교육 등에 기초한
다. 자녀를 둔 여성 중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66%를 넘어섰다(2006년 기준: 61%). 그 중 
70% 이상이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를 하며, 특
히 미취학 연령의 자녀를 둔 여성이 그러하다. 
반면에 자녀를 둔 직장인 남성 중 파트타임 형
태로 근무하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 2014
년 독일은 여성 취업률 74%로 유럽연합 평균
(68.5%)을 훨씬 상회했다. 

가정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많은 남성들도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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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를 넘어섰다(2006년 기준: 61%). 그 중 
70% 이상이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를 하며, 특
히 미취학 연령의 자녀를 둔 여성이 그러하다. 
반면에 자녀를 둔 직장인 남성 중 파트타임 형
태로 근무하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 2014
년 독일은 여성 취업률 74%로 유럽연합 평균
(68.5%)을 훨씬 상회했다. 

가정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많은 남성들도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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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도입된 새로운 육아휴직제도 덕분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보다 쉬워졌다. 육아휴직제
도를 통해 부모 양쪽 모두 최대 3년간 휴직을 할 
수 있다. 휴직 기간 중 최대 14개월 동안은 휴직 
전 가장 마지막 달 순소득의 67%에 상응하는 
부모수당을 생계유지 차원에서 지급 받는다(최
저 300유로, 최대 1,800유로). 

독일 국민의 75%가 부모수당제도를 긍정적으
로 평가하며 거의 모든 부모가 이 제도를 이용하
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둔 남성 다섯 명 중 네 명
은 최소 휴직 기간인 2개월의 기간만 육아휴직
을 내고 있다. 여전히 여성들이 자녀 출산 후 장
기간 휴직을 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다. 
2015년 보완된 부모수당 플러스 제도(Eltern-
geld Plus)는 부모들의 보다 빠른 복직을 장려한
다. 파트타임 근무를 하는 부모는 이 제도를 통
해 최대 28개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8월 1일부터 만 1세 이상의 유아는 보육 서
비스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2017년 기준 총 

763,000명의 3세 미만 유아 3명 중 1명은 55,000
개에 달하는 달하는 일반 보육시설(키타)을 이용
하거나 44,000명에 달하는 가정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보살핌을 받았다. 2006년 이래 3세 미만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육아휴직, 부모수당 그리고 유아 및 미취학 아동
의 육아 여건 개선으로 기본법에 명시된 양성평
등 실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교육 부문에
서는 여성이 남성을 따라잡았을 뿐 아니라 일부
는 추월하기도 했다(2017년: 대학입학자격 취
득자 중 53.1%가 여성, 2016년: 대학입학자 중 
50.5%가 여성). 

하지만 임금 및 승진의 경우에는 여전히 남녀 
차별이 존재한다.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동일한 조건의 남성 근로자가 받는 임금
의 79%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고위직에서 여
성의 비율이 매우 낮다. 독일주가지수(DAX)에 
상장된 기업의 이사직 중 1/7만이 여성인 것으
로 나타났다.

동성 커플 가정 같은 새로운 가정 형태도 인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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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민간기업과 공공 부문 고위직급
에 양성평등에 관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법
에 따라 상장기업은 감사회 위원 30%를 여성
으로 임명해야 한다. 또한 연방정부는 2018년 
연정협약에 2025년까지 공공 부문 고위직에
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실현을 주요 목
표로 명시하였다. 현재 연방하원의 여성 의원 
비율은 30.9%로 다소 감소했지만, 1983년 
10% 미만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
의 상승을 보였다.

주요 과제인 사회적 포용

연방정부는 장애인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보
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포용 
사회를 실현하려 한다. 포용 사회에선 누구든
지 학교, 직장, 여가활동 장소 등 원하는 곳은 
어디든 장애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를 위해 건물 안이나 도로 위 물리적 장애물
이 없어야 하고 노동시장 진입 등을 가로막는 
사회적 장애도 없어야 한다. 2007년 독일은 
세계 최초로 UN의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
였다. 독일은 국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 협
약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중 하
나가 중증 장애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직업
교육 지원이다. 실천계획 이외에도 독일은 연
방참여법을 발의해 2017년 이를 가결하였다. 

연방정부는 또한 노인층의 수요와 이들에게 내
재한 역량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인구의 1/5 이상이 현재 65세 이상이다. 
노인세대의 경험은 사회의 자산이다. 노인들의 
삶의 방식 역시 다양하게 변화했으며, 오늘날
의 노인세대는 전반적으로 과거 세대에 비해 
훨씬 활동적이다. 또한 상당수의 노인은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른바 “다세대 집“
이라는 프로젝트가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소통을 장려한다. 현재 540채 정도

인 독일 다세대 집은 일종의 만남의 장소로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쉘(Shell) 청소년 보고서 
독일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여가 시간은 어떻
게 보내고, 부모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
할까? 청소년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기 위해 정유회사 쉘은 1953년부터 독
립적 연구기관에 청소년 연구를 정기적으
로 의뢰하고 있다. 17차 쉘 청소년 연구 보
고서 2015년에 발표되었다. 
→  shell.de/aboutshell/our-commitment/

shell-youth-study.html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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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100만 명의 독일인이 여가시간에 자원봉
사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자원 봉사자의 1/3이 평균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연방정부의 14차 
자원봉사 설문조사(Freiwilligensurvey)에 의
하면 응답자의 약 60%가 일주일에 최대 2시간
을 자원봉사활동에 할애하고 있다. 독일에 존재
하는 600,000개 이상의 봉사단체는 복지단
체, 교회, 협동조합, 지원단체, 공익 기업, 개인 
단체 등과 함께 “제3섹터”의 주축을 이룬다. 

시민사회란 국가나 정당정치가 아니라 시민들
이 주도하는 사회로 시민들은 사회 문제와 정치 
문제에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재단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재단은 보통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이러한 법적 
형태의 재단이 21,000개가 넘는 독일은 유럽에
서 재단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약 13,500개의 민법상 재
단법인이 설립되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민법
상 재단법인 전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
다. 전국 평균을 내면 인구 10만 명당 26.5개의 
재단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들 재단의 총재산은 
약 680억 유로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교육, 

학술, 문화와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공익적 목
적을 위해 43억 유로 가량을 지출한다. 지출 규
모를 기준으로 폭스바겐 재단, 로베르트보쉬 재
단, 베르텔스만 재단, 한스뵈클러 재단, 그리고 
세계자연기금(WWF) 독일 본부가 독일의 5대 
사법(私法) 재단이다.

지방에서는 시민재단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재단이란 다수의 시민과 기업이 공동
으로 설립한 재단으로 재단이 활동하는 지방이
나 지역의 사업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재단은 1996년 처음 등장했다. 
2016년 독일재단연맹이 인정하는 시민재단이 
이미 300개를 넘어섰다. 시민참여는 지난 몇 년 
사이 다소 증가했으며, 대형 단체를 통한 참여
보다는 소규모 단체 및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단체와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
발적으로 지역 단위의 이니셔티브를 조직해 난
민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정당, 노동조합 그리고 비정부단체를 통한 참여

정당, 노동조합 그리고 비정부단체에 가입해 사
회정치 활동을 하면 보다 전략적으로 정치에 참
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사회참여는 자
발적이고 적극적인 민주주의 참여의 길을 열어

적극적인 시민사회
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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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그러나 기존의 대규모 단체는 자원봉사자 
모집에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세에
서 24세 사이의 청년은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을 
이끌 큰 잠재성을 갖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이 연령대가 보이는 높은 관심을 통해 사회
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이들의 의지
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2011년 연방자원봉사제를 도입하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지원 가능한 이 제도는 50년 

넘게 시행 중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자발
적 사회봉사 제도(Das freiwillige soziale 
Jahr)를 보완한다. 2018년 초 43,000명 이상
이 연방자원봉사제에 참여하였다. 연방가족·노
인·여성·청소년부의 국제자원봉사 제도, 연방
경제협력개발부의 “벨트베르츠(Weltwärts)” 
프로그램 또는 외무부의 협력 하에 유네스코 
독일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쿨투어바이트
(Kulturweit)” 자원봉사제도 등을 통해 외국에
서도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가시간에 적극적인 환경보호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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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포괄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
다. 다른 선진 민주주의국가처럼 독일 역시 사회
복지 지출이 국가재정의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6년 공공 사회복지분야에 
약 9,180억 유로를 지출하면서, 독일 국내총생
산(GDP)의 29%를 차지하였다. 독일의 사회복
지제도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제국 총리였던 
19세기 후반 산업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83년 비스마르크는 노동자들을 위한 의무 의
료보험 제도를 도입했고 사회법을 제정해 사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사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독일은 사회국가로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법 제
20조 1항과 제28조는 사회국가 원칙을 명시한
다. 정치권과 사회는 매번 새로운 역동적인 협
상을 거쳐 사회복지제도의 구체적인 실현 방식
을 결정해야 한다. 최근에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생존 위기로부터 보호 제도인 사회 안전망

독일은 예기치 못한 생존 위기와 위협이 발생
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
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요양보험, 실업보험으
로 구성된 공적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
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은 연금수급자와 장기
적 경제활동불능자에 대한 기본생계보장과 가
족지원(육아수당, 조세혜택) 과 같은 세금 지원
도 포괄한다. 

2018년 초 육아수당을 추가 인상하면서 자녀를 
둔 가정은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대해 각기 194
유로, 셋째 자녀에 대해 200유로, 넷째 자녀부터
는 225유로를 매달 지원받는다. 2018년 3월 출범
한 대연정은 2019년 육아수당을 25유로 추가 인
상하고 기본법에 아동권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강한 사회국가
테 마

3,260만
독일 연방노동청이 집계한 2017년 12월 기
준 사회보험 납입 의무가 있는 고용인구 수
치다. 이는 독일 전체 고용인구의 75~80%
에 해당한다. 사회보험 납입 의무가 없는 공
무원, 자영업자, 무보수로 자영업을 돕는 가
족구성원, 월 보수 450유로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인 일명 미니잡 근로자는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 statistik.arbeitsagentur.de

숫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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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입된 연금패키지는 무엇보다 노년층의 생
활여건 개선에 기여한다. 연금개혁 이후 63세부터 
감액 없이 연금 수령이 가능해졌고 일명 어머니연
금이 도입되었다. 어머니연금은 여성의 육아를 인정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1992년 이전 출생 자녀를 양
육한 여성의 경우 1992년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양
육한 부모들이 누리는 보육 제도를 누리지 못했고 
따라서 경제활동의 기회가 훨씬 적었다. 그래서 어
머니연금을 통해 육아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만 했던 여성들의 수고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로 2014년 7월 이후 약 950만 명의 여성 (및 
소수의 남성)이 자녀 1명과 육아 기간 1년 당 300유
로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었다. 2014년 7월 1일부터 
가입연도 45년 이상의 장기 연금보험가입자들은 
63세부터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한다. 2018년 2월 
말까지 982,000 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독일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
어 있다. 종합병원, 개인병원과 재활시설 등 다양
한 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매달 육아수당을 지급해 적극적인 가정 지원책을 제공하며, 그 밖에도 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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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여가활동
파 노 라 마

3,100만
여가시간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독일인의 수

43,000
연방자원봉사제도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수

2,400만
스포츠클럽 회원 수

95 %
한 대 이상의 휴대폰을  

보유한 가구

독일인들의 여가시간
평일에 독일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시간은 다음
과 같다. 

1시간 미만 1~2시간 2.5~4시간 4.5~6시간 6시간 이상

가장 인기 있는 여가활동 
설문조사 결과 독일인들은 다음의 여가활동을 1주일에 최소 
한 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단위: 100명당 인원 수). 

인터넷 서핑

TV 시청

라디오 청취 집에서 통화

신문/잡지

이동 중 통화
연인/배우자
와 함께 시간 
보내기

사색

잠

중요한 사안에  
관한 대화

컴퓨터

외모 가꾸기 커피 마시기/ 
케이크 먹기

CD/MP3 
청취

3 % 18 % 38 %

90

72

64

71

89

97

61

71

61

68

54

73

65

52

17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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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유로
여가, 문화, 오락생활에 대한  

가구 당 평균 월 지출액

58 % 
1년에 최소 5일 이상을 여행에  

할애하는 독일인

1,193유로
독일인의 휴가철 평균 지출액

34.2 %
독일에서 휴가를 보내는  

독일인의 비율

2.8
베네룩스 국가

2.2
미국/캐나다

13.1
장거리 여행지

1.8
폴란드

3.9
오스트리아

3.0
스칸디나비아

인기 휴가지
2017년 독일인들이 휴가지로 선정한 나라   
(단위: 100명 당 인원 수; 원 속 숫자: 2014년 
대비 증가율 및 감소율)

13.7
스페인

7.7
이탈리아

3.6
터키

3.1
그리스

3.3
크로아티아2.9

프랑스

2.9
북아프리카

출처: Stiftung für Zulunftsfragen 

휴가 기간
평균 여행 기간(단위: 일) 

-0.7

+0.8

+0.1

+0.3

+0.7

+0.6

+0.3

-0.1

-0.2

+1,8

12.2 12.5 12.1 13.0
14.8 13.4 13.0 12.3

2008 2010 2014 20172002 2004 2006 2012

+0.8

+0.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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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종교계는 점점 다원화되고 눈에 띄게 세속
화되고 있다. 독일 인구의 55%가 최대 규모의 기
독교 교파인 가톨릭이나 개신교 신자라고 밝혔
다. 가톨릭은 27개 교구와 이를 관할하는 독일주
교회의가 있고 개신교는 주(州)교회 교단과 상부
조직인 독일개신교협의회가 있다. 11,500개 교회
에 2,460만 명의 신자를 둔 독일의 가톨릭 교회
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세계 교회(가톨릭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믿음 
공동체)에 속한다. 독일개신교협의회(EKD)는 루
터교, 개혁교회, 연합교회를 교파로 하는 20개의 
자립적 주(州)교회 교단의 상부조직으로 개신교 
신자의 대다수인 약 2,300만 명이 속해 있다. 독
일 인구의 36%는 무교라고 밝혔다.

한편 교인의 연령이 높아지고 교회를 떠나는 신자가 
많아지면서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2016
년 한 해 동안 각각 162,000명과 190,000명의 가
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가 교회를 떠났다. 특히 독
일 동부 지역의 경우 기독교인이 눈에 띄게 적다. 

이슬람교는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독일 종교계에
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독일에 거주하
는 50여 개 국가 출신의 무슬림은 약 4백만에서 
5백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중앙집계는 실시되지 
않았다. 독일의 많은 도시에 규모가 큰 이슬람 커
뮤니티가 형성되었다. 2006년부터 독일이슬람회
의를 개최하면서 독일 정부와 무슬림 간 소통을 
위한 공식 통로가 생겼다.

독일 내 유대인 커뮤니티는 홀로코스트로 완전
히 파괴되었다가 동서 대립 종식 이후 구 소련에
서 이주해온 유대인들에 의해 다시 형성되었다. 
현재 독일에는 약 2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다.

자유로운 종교활동
테 마

∙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은 교구: 쾰른 대교
구(약 200만 명)

∙  개신교 신자가 가장 많은 주(州)교회 교단: 
하노버(약 260만 명)

∙  대규모 이슬람교 사원: 야부즈 술탄 셀림 
사원(만하임), 세히트릭 사원(베를린), 파
티흐 사원(브레멘)

∙  신자가 가장 많은 유대인 커뮤니티:  
유대인 커뮤니티 베를린(10,000명)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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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100,000명은 105개의 유대인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다. 1950년 설립된 독일 유대인중앙
위원회를 상부기구로 하는 이들 커뮤니티는 독일 
종교계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독일은 국교가 없다. 국가와 종교의 관계는 기본
법으로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이념 중
립성과 종교단체의 자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교
분리 원칙을 토대로 한다. 국가와 종교 단체는 파

트너 관계를 형성하면서 협력한다. 정부는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유치원과 학교에 재정을 지원한
다. 교회는 사회적 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가 징수하는 교회세를 납부한다. 학교는 종교
를 정규 수업 과목으로 제공해야 한다(베를린과 
브레멘에서는 일부 예외 조항 적용). 현재 이슬람 
수업을 확대 중이다. 학교에 다니는 무슬림 가정
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종교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교사들을 추가 양성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현재 독일엔 2,000개 이상의 이슬람 사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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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감 넘치는 문화국가 ∙ 혁신적인 창조경제 ∙ 문화 간 대화 ∙ 열린 문화 ∙  

급격한 미디어 변화 ∙ 독일의 세계유산 ∙ 매력적인 언어

문화 & 미디어

엿 보 기

생동감 넘치는 문화국가

독일을 대표하는 단 하나의 문화는 존재하지 않
는다. 오히려 다수의 문화가 놀랄 만큼 상반된 
형태로 공존하거나 얽혀있고, 서로를 밀어내고 
끌어당기며 존재한다. 21세기에 독일을 문화강
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독일이 성숙하고 
발전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놀라움과 당혹
감, 종종 긴장감까지 주는 다양성을 가진 나라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1871년이 되어서
야 통일국가의 모습을 갖춘 독일의 연방주의 전
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49년 수립된 독일연
방공화국뿐 아니라 1990년 재통일된 독일 역시 
의식적으로 연방주의 전통을 계승하였고 문화
고권을 각 주(州)에 일임하였다. 그 후 1998년
에 이르러서야 연방총리실 직속의 문화미디어 
특임관 제도가 생겼다. 수많은 중소국가 및 자유

도시가 결합한 과거 독일의 구조를 반영하듯 약 
300개의 시립 및 주립 극장과 130개의 전문오
케스트라(일부 방송국 소속) 등 다양한 문화 기
관과 시설이 독일에 소재한다. 

국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전시물을 소장한 540
개의 박물관 역시 독일의 자랑거리이다. 이처럼 
독일은 문화시설의 다양성 면에 있어서 세계 으
뜸이다. 대부분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극장, 오
케스트라, 박물관에 대한 만족도가 기본적으로 
높다. 그러면서도 이들 문화시설은 공공예산이 
제공하는 한정된 재정, 사회인구학적 변화와 미
디어 변화 그리고 디지털화 현상으로 인해 격변
의 시기에 있으며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과제
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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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의 훔볼트 포럼: 미래의 세계 문화 간 대화 중심지   

문화 & 미디어: 관련 영상
→ tued.net/ko/vid7

  V I D E O A R  A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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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는 공연예술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가 많다

독일 문화포털
선별된 행사와 문화정책을 주제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 kulturserver.de

리트릭스
독일문학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다국어 포
털 사이트
→ litrix.de

영화포털
독일 영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 filmportal.de

웹 사 이 트

문화강국으로서 독일의 명성은 음악계를 대표하
는 바흐, 베토벤, 브람스, 문학계를 대표하는 괴
테, 실러, 토마스 만과 같은 독일 출신의 거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대예술에서도 독일은 모든 
장르마다 대표적인 예술가들을 배출하였다.

반면에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미 오래 
전에 겪은 과정을 뒤늦게 경험하고 있다. 바로 
독일만의 전통이라는 토대 위에 외부에서 유입
되는 영향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내러티브를 발
전시키는 것이다. 그 예로, 이민자 가정 출신의 
젊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문화의 조우와 융합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음악이나 시의 형
태로 표현하고 있다.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희미
해지면서 지역의 예술 및 문화 기관이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변모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들 기관은 독일의 저력이자 독일
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또한 
2019년까지 베를린 심장부에 자리한 베를린 
성을 복원하여 박물관으로 사용한다는 일명 “훔
볼트 포럼” 프로젝트는 독일 문화의 새로운 이

정표가 될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세계 개방성
을 지향하며 국가 간 지식교류와 문화 간 대화 
촉진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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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의 주제별 추가 정보 제공 - 부연설명을 
곁들인 링크 모음, 기사, 문서, 연설문. 
각 주의 문화고권, 연방 문화재단, 독일영화
상, 도쿠멘타(documenta) 등과 같은 키워드
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 tued.net/ko/dig7

디 지 털  플 러 스

한 눈 에  보 기

연방정부의 문화미디어 특임관
연방정부의 모니카 그뤼터스(Monika Grütters) 

문화미디어 특임관은 연방총리실 직속 정무차관

이다. 문화미디어 특임관은 국가의 주요 문화 시

설과 프로젝트 지원을 핵심 업무로 한다.

→ bundesregierung.de

독일문화원
독일문화원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독일의 문화

기관이다. 독일문화원은 해외에서 독일어 교육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국제 문화 협력을 추진하며 생

생한 독일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소개한다.

→ goethe.de

독일국제교류처
독일국제교류처(ifa)는 전 세계에서 예술 분야 교류, 

민간 부문 대화, 대외문화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ifa.de 

독일연방 문화재단
독일연방 문화재단은 연방의 관할 범위 내에서 예술

과 문화를 지원한다. 국제적으로 혁신적인 프로그램

과 프로젝트 지원을 핵심 업무로 한다.

→ kulturstiftung-des-bundes.de

세계문화의 집
베를린에 위치한 세계문화의 집은 국제 문화교류

의 중심지이자 시사 담론을 위한 장이다.

→ hkw.de

독일문화위원회
독일문화위원회는 연방 산하 문화협회들의 상부조

직이다. 258개 연방 산하 문화협회와 기관을 회원

으로 두고 있다.

→ kulturrat.de

해외학교 관리처
해외학교 관리처(ZfA)는 약 140개의 해외 독일학교

를 포함해 1,200여 개의 학교를 관장하고 지원한다.

→ auslandsschulwesen.de

기관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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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조경제는 가장 혁신적인 경제 분야 중 하나
다. 독일 총 경제성과(총부가가치)에 대한 문화∙창조
경제의 기여도는 꾸준히 증가해 현재 기계산업과 같
은 주요 산업 부문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2016
년 기준 독일 창조경제 분야 활동 기업은 약 253,000
개, 종사자는 160만여 명, 매출은 약 1,540억 유로로 
집계됐다. 연방 정부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
창조경제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원방
안을 개선하고 다양한 재정지원을 제공하려 한다.

문화∙창조경제는 예술, 문학, 문화, 음악, 건축, 창
작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 작품, 제품, 제작물 또는 
서비스 창조 활동을 포괄한다. 문화∙창조경제는 프
리랜서와 소기업 및 초소형기업이 주도하며, 공공 

부문(박물관, 극장, 오케스트라)이나 비영리 민간
사회 부문(예술단체, 재단)에 속하기보다 주로 영
리추구를 목표로 한다. 지속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독일 곳곳에 디자인, 소프트웨어, 게임 관련 업체
가 생겨났다. 특히 소프트웨어 및 게임 산업은 영
화, 영상, 음악, 텍스트, 애니메이션과 같은 다른 분
야와 연계로 큰 잠재력을 보이며 2016년 290억 
유로의 매출을 올렸다. 소프트웨어 및 게임 산업은  
200여 개의 관련 업체가 자리잡고 있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어떤 지역보다 게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관련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
이다.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라이프치히, 쾰른, 
뮌헨에도 창조경제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혁신적인 창조경제
테 마

잠재력이 큰 분야

전통적인 경제 분야, 신기술 그리고 최신 정보

통신 형태가 결합된 문화∙창조경제는 음악, 

도서출판, 미술, 영화, 방송, 공연예술, 건축, 

디자인, 신문, 광고, 소프트웨어/게임, 기타 등 

총 12개의 하위 분야로 구성된다.

그 래 프 지속적인 성장: 문화∙창조경제 분야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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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

에너지공급

문화∙창조경제

금융서비스업

기계제조

자동차산업

42.9
47.2
64.0
71.0
93.8

129.6

총부가가치에 대한 경제 분야별 기여도 비교: 문화∙창조경
제는 안정적인 중위권 기록(단위: 10억 유로)

다채로운 도서출판시장: 다수의 신간도서

31.5 %
문학서적

16.5 %
어린이/
청소년 도서

14.5 %
자기계발서적

11.1 %
학술서적

9.8 %
전문서적

10.9 %
학습교재

5.7 %
여행서적

85,486
신간도서

베를린은 전 세계 청년기업가들 사이에서도 창업의 중심지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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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대외문화∙교육정책은 전통적인 외교정책 
및 대외경제정책과 함께 독일의 3대 대외정책을 
구성한다. 독일의 대외문화∙교육정책은 문화, 교
육, 학문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 관계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사람과 사람 간 소
통을 이끌어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그 결과 
대외문화·교육정책은 상호이해의 길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평화관계를 추구하는 정책 기반을 공
고히 할 수 있다. 독일의 대외문화∙교육정책은 또
한 전 세계에서 독일어 교육 장려, 독일의 우수하
고 다채로운 문화 홍보, 독일의 생생한 소식 제공
을 주요 과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전시회, 독일 극
단의 해외 공연, 문학 및 영화와 같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이슬람 문화권
과의 소통을 위한 프로젝트와 독일 청년의 해외자
원봉사 프로그램인 “쿨투어바이트(kulturweit)”
와 같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포괄적 정의에 기초해 다양한 프로
그램과 프로젝트 실시

독일 외무부가 직접 추진하는 문화정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독일문화원, 독일국제교류처
(ifa), 독일학술교류처(DAAD), 유네스코 독일위
원회 또는 훔볼트재단과 같이 문화부분에 상이
한 주안점을 두고 과제를 이행하는 사법(私法) 
기관에 대부분의 문화정책을 일임한다(대외교
육정책에 관해서는 “교육 & 지식” 장 참조). 문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이들 기관은 외무부와 이
행 과제의 목표를 합의하고 이를 따라야 하지만,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은 자유롭
게 구성할 수 있다. 98개국에 159개 문화원을 

문화 간 대화
테 마

∙ �가장 큰 미술관:  
함부르크 미술관

∙  가장 큰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  가장 큰 영화관:  
에센 소재 시네막스 극장

∙  가장 큰 극장:  
베를린 프리드리히슈타트팔라스트

∙  가장 큰 축제극장:  
바덴바덴 극장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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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독일문화원은 해외에서 독일어 교육을 장려
하며 국제문화협력을 지원한다. 독일국제교류처
(ifa)는 무엇보다 전시회와 국제회의를 통해 문
화 간 대화를 지원한다. 문화 간 대화 지원은 디
지털을 통한 문화프로그램과 중개 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상호 참여 방안 제시를 최신 트렌드로 
한다. 1970년대 이후 독일 대외문화정책은 예술
로 국한된 문화 혹은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로서 
문화가 아닌 대중중심의 포괄적 문화 개념을 기
반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대외문화정책이 독일의 문화만을 다
루는 것은 아니다. 문화보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의 
주요 역사 문화재를 보존하는 사업 역시 지원한다. 

독일 외무부는 1981년부터 2016년까지 144개 국
가에서 약 2,800개의 문화재 보존 프로젝트를 지
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말리 팀북투에서 발견된 
필사본 보존, 시리아 문화재 목록과 카메룬 전통 음
악 디지털화 또는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사찰 
재건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독일 외무부는 오아시스 도시 팀박투(말리)에서 발견된 고대 필사본의 보존 및 연구 사업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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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다른 도시를 압도하는 절대적인 하나의 
메트로폴리스가 없듯 다원주의에 기초한 독일 
사회에 다른 문화 트렌드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주류 트렌드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독일 연극
계와 영화계, 음악계, 조형예술, 문학계에는 비동
시성의 동시성이 나타나고, 매우 상이하고 상반
된 문화적 조류가 경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
은 특히 독일의 연방주의 구조로 강해지고 있다.

최근 연극계에서는 현대 작가들의 초연 빈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들은 
전통적인 연극무대와 판토마임, 춤, 영상, 아마
추어 공연, 음악 등을 결합해 하나의 퍼포먼스
와 같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을 선보이며 오늘날
의 표현방식이 얼마나 다채로워졌는지 보여준
다.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연극제 ‘베를린 연극과
의 만남(Berliner Theatertreffen)’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 연극무대는 다양성을 통해 복잡한 
현실에 대한 다채로운 해답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주류가 주도하는 주류문화 외
에도 사회 주변부에서 형성된 새로운 문화가 개

방적인 연극계뿐만 아니라 기성의 연극계까지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연극계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 “포스트 이민”이라는 키워드 아래 대
두되고 있는 이 문화 현상은 이민 국가로서 독
일의 모습을 반영하며 베를린을 비롯해 수많은 

열린 문화 
테 마

독일 디지털 도서관
독일 디지털 도서관(DDB)은 유럽의 전자 도
서관 유로피아나(웹주소: Europeana.eu)와 
긴밀히 협력해 독일 문화유산 콘텐츠를 발
굴하고 있다. 필사본, 역사적으로 중요한 영
화와 음악과 같은 문화재 그리고 전자 도서
가 이와 같은 문화유산의 예이다. 독일 디지
털 도서관은 이미 1,800만 개가 넘는 콘텐
츠를 보유 중이다. 장기적으로 모든 분야와 
학과를 아우르는 최대 30,000개의 문화기
관과 학술기관이 독일 디지털 도서관에 참
여할 계획이다.

→ deutsche-digitale-bibliothek.de

참 고

KOR_134-153_KULTUR_2018_Druck.indd���142 2018/7/2���下午9:54

도시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2대, 3대에 걸쳐 독
일에서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수 
세기에 걸쳐 독일에서 살고 있는 독일인들의 이
야기와는 다른, 자기 자신과 부모 그리고 조부
모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독일 출생이든 아니든, 그들은 직접적인 이민 경
험은 없지만, 문화 혼종성을 경험한다. 이와 같
이 상이한 문화가 혼재하면서 예술계는 새로운 
형태로 사회를 고찰하고 탐구하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문화와 출신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소속감을 확인하고 참여기회를 얻는 과정을 둘
러싸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써 독일 사회
에 대한 새로운 자화상 구축을 촉진하고 다른 
나라에 비춰지는 독일 문화 이미지에 영향을 미
치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초(超)문화성을 다루는 대표적인 작품
으로 베를린 소재 막심 고르키 극장에서 선보인 
셰르민 랑호프의 “포스트 이민 연극”을 들 수 있
다. 랑호프의 작품은 전통적인 극장 관객뿐 아

야엘 로넨의 연출로 막심 고르키 극장에서 선보였던 “커먼 그라운드”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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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주로 젊은 층의 새로운 관객을 사로잡고 
있으며 계속해서 세분화되어 발전하는 사회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반영한다. 막심 고르키 극
장은 이스라엘 출신의 야엘 로넨 감독이 연출한 
발칸 전쟁을 다룬 “커먼 그라운드”와 중동분쟁
을 주제로 한 “더 시츄에이션”이라는 두 작품을 
통해 각각 2015년과 2016년 연극제 “베를린 연
극과의 만남(Berliner Theatertreffen)”에 초
청되기도 했다. 

사실 연극계의 이와 같은 현상은 대중음악과 문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
다. 대중음악과 문학계에서도 많은 예술가와 작
가가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이력을 보이고, 상
반된 양식을 융합하는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 새
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대중음악계에서는 세계
의 다양한 음악 양식(발칸 비트, 아프로 아메리
카 음악, 터키 록, 미국 힙합)이 여러 흐름과 “독
일 특유의”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전자 음악 트렌
드와 결합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그러하듯 

랩은 독일에서도 이민 가정 청소년들의 음악으
로 자리잡았다. 이민자 중 최고 정상의 자리에 
오른 이로 터키계 독일인 감독 파티 아킨을 둘 
수 있다. 아킨 감독은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배
우 다이엔 크루거가 주연을 맡은 영화 “인 더 페
이드”로 2018년 골든 글로브를 수상했다. 감독
은 영화에서 사회의 공존과 대립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사회 환경과 클리셰의 충돌을 유
도한다. 포스트 이민 국가 독일이 항상 포근하지
는 않지만, 흥미롭고 역동적인 것은 확실하다.

현대문학에서의 포스트 이민 주제 부상

2015년 독일의 가장 권위 있는 문화 부문 상 중 
하나인 독일출판업계의 평화상을 수상한 나비
드 케르마니를 비롯해 카티야 페트로브스카야, 
셰르코 파타, 니노 하라티쉬빌리, 사샤 슈타니
지크, 페리둔 자이모글루, 알리나 브론스키 등 
최근 몇 년 들어 성공한 독일어권 작가에 이민 
배경을 가진 작가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

다이엔 크루거가 주연을 맡은 파티 아킨 감독의 영화 “인 더 페이드”가 2018년 골든 글로브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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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란, 러시아, 터키 등 여러 국가 문화의 직
간접 경험을 반영해 작품을 쓴 이들 작가들은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고, 독창적인 주제
와 이민 경험을 작품에 접목해 사회에 적극적으
로 문제제기를 한다.
 
독일의 조형예술도 개방적이고 국제화되었다. 
이는 독일 미술대학 입학생 수 관련 통계자료
만 봐도 알 수 있다. 2013년부터 미술대학 입학

생 중 외국 유학생의 수가 독일인 학생 수를 매
년 추월하고 있다. 약 5백 개의 갤러리와 다양
한 미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도시인 베를린은 현대미술의 새로운 중심지이
자 세계에서 가장 큰 현대미술의 산지로 꼽힌
다. 이 사실은 2년마다 개최되는 베니스 비엔날
레에서도 입증된다. 베니스 비엔날레에 작품을 
출품한 전 세계 작가 중 다수가 베를린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황금곰상
베를린 국제영화제(베를리날레)는 베니스 영
화제, 칸느 영화제와 함께 세계의 대표적인 영
화제로 꼽힌다.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황금공
상과 다수의 은곰상이 수여된다.

 라이프치히 도서전상
라이프치히 도서전상은 독일어로 출판된 신
간도서 중 우수한 도서를 선정하는 상이다.

 독일영화상
약 3백만 유로의 상금이 부상으로 주어지는 독
일영화상은 독일의 문화 부문 상 중에서 상금 
액수가 가장 높은 상이다.

 독일도서상
심사위원회가 매년 최고의 독일어 소설을 선
정한다.

 게오르그 뷔히너 상
게오르그 뷔히너 상은 독일어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이다.

독일의 대표적인 문화 부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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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높은 수준으로 보
장하며 헌법 규정으로 보호하고 있다. 독일 기본
법 제5조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언어, 글, 그림
으로 표현하고 유포하며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
한 출처에서 방해 받지 않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
리가 있다. (...)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
하였다. 비정부기관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
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독일은 2017년 180
개 국가 가운데 16위를 차지하였다. 

독일은 의견의 다양성과 정보의 다원성을 보장한
다. 언론은 정부나 정당이 좌지우지하지 않고 민

영 미디어 기업이 주도한다. 영국을 모델로 삼아 
설립된 공영방송(ARD, ZDF, 도이칠란드풍크)은 
수신료료 재원을 마련하는 법인이자 공법 기관으
로,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이래 기본적으
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공영 및 민영방송의 이원
체계의 한 축을 구성한다. 수신료는 2015년 기준 
월 17.50유로다. 방송의 이원체계를 구성하는 다
른 한 축은 1980년대부터 생겨난 다수의 민영 라
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이다. 

대표적인 TV 뉴스 프로그램으로는 ARD의 “타게
스샤우”와 “타게스테멘”, ZDF의 “호이테”와 “호이

급격한 미디어 변화
테 마

1984
루트비히스하펜에서 케이블 및 위
성 방송사 PKS가 개국한다. 독일 최
초의 민영 TV 방송국이 탄생한 것
이다. 

1950
6개의 서독 방송국은 브레멘에서 “독
일연방공화국의 국영방송협의체 결
성” 을 합의한다.

1945
나치 시대 이후 독일에서는 한동안 
발행 허가를 받은 일명 ‘허가 신문’
만이 발행된다. 미국의 점령구역에
서는 1945년 8월 1일 “프랑크푸르
터 룬트샤우” 가 최초로 발행 허가
를 받는다.

이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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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는 미디어의 체계, 커뮤니케이션 행태 그리고 공공성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2018
매주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독일 시
민은 2,100만 명이다. 트위터와 인스
타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독일인
은 각각 180만 명과 560만 명으로 
집계됐다. 주간 이용자가 4,000만 
명에 달하는 왓츠앱이 소셜미디어의 
선두주자이다.

1995
독일 최초의 일간지인 좌파자유주의
적 성향의 “taz”가 인터넷이 세상에 
등장한 지 6년 만에 온라인에 진출한
다. 이후 taz의 온라인 신문 “digitaz”
의 커뮤니티가 급속도로 커졌다.

1997
최소한 간헐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
는 14세 이상 독일 시민의 수는 약 
410만 명이다. 2014년에는 약 5,560
만 명으로 증가해, 14세 이상 인구의 
79.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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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으로 증가해, 14세 이상 인구의 
79.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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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가장 큰 뉴스룸: 베를린 소재 독일 dpa통신의 중앙편집실

테 조날”그리고 “RTL 악투엘” 등이 있다. 세계 10
대 미디어 도시 중 하나인 베를린에만 900여 명
의 의회 출입기자와 60개 국가에서 파견한 440
여 명의 해외통신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로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300개의 일간지, 20개
의 주간지 그리고 1,600개의 잡지가 다양한 언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일의 신문시장은 중국, 인도,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5위의 규모를 자랑한다. 신
문 발행일마다 1,610만 부의 일간지와 5백만 부의 

주간지 및 일요신문이 판매된다(2016년 기준). 대표
적인 전국지인 “쥐트도이체 차이퉁”,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디 벨트”, “디 차이트”, “taz” 그
리고 “한델스블라트”는 철저한 조사와 분석, 배경설
명, 포괄적인 평론을 특징으로 한다. 시사잡지인 “슈
피겔”/“슈피겔 온라인” 그리고 타블로이드지인 “빌
트”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매체로 꼽힌다.

그 와중에 독일의 신문매체는 근본적인 구조 변
화를 겪고 있다. 15년 전부터 일간지의 유료 발행 

디지털 일상
독일의 모바일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모바
일 기기를 이용한 데이터 이용 빈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기술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 수 
증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미한 수준
에 불과하다.

그 래 프 급격한 변화: 독일의 인터넷 이용자 (단위: 백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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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가 평균 1.5~2% 줄어들었다. 갈수록 젊은 구
독자를 확보하기가 힘들고 구독부수와 광고 수입
이 줄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100개 이상의 신문이 인터넷의 무료화 추세에 
대한 대응으로 유료 콘텐츠를 도입하였다. 매일 
판매되는 약 800,000 부수의 신문을 전자신문 
형태로 판매하고 디지털신문 구독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신문 미디어는 변화를 겪고 있다.

미디어의 디지털화. 인터넷, 모바일 기기의 급속
한 보급,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미디어의 
이용 행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14세 이상 독
일인 중 인터넷 사용자 수는 6,240만 명(89.8%)
에 달한다. 5,000만 명 이상은 매일 인터넷을 사
용하고, 인터넷 사용자 1인은 하루 평균 약 165분 
동안(전체 인구대비 149분) 인터넷에 접속했다. 
또한 이들 인터넷 사용자 두 명 중 한 명 이상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했다. 

게다가 오늘날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절반 가
량이 개인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공간이라
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성이 등장했다. 이와 같
은 플랫폼은 누구나 대화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열려 있고 소통이 활발
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상호적인 만남의 장이 미래
에 적합한 디지털 저널리즘의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현재 모든 분야의 언론인들이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 확산에 맞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
서 언론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DW)
도이체벨레는 독일의 국영 해외방송으로 
ARD(독일연방공화국의 국영방송협의체) 
소속이다. 도이체벨레는 30개 언어로 방
송을 하고 있으며, 텔레비전(DW-TV), 라
디오, 인터넷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
라 DW 아카데미를 통해 미디어 발전에 기
여하고 있다. 도이체벨레는 독일 뉴스 서
비스(German News Service)를 통해 독
일 소식에 관심이 있는 개인과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네 개 언어의 뉴스방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dw.com

글 로 벌 

다양한 접속 경로: 독일인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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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열려 있고 소통이 활발
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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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디지털 저널리즘의 토대가 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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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허위 정보 확산에 맞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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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벨레는 독일의 국영 해외방송으로 
ARD(독일연방공화국의 국영방송협의체) 
소속이다. 도이체벨레는 30개 언어로 방
송을 하고 있으며, 텔레비전(DW-TV), 라
디오, 인터넷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
라 DW 아카데미를 통해 미디어 발전에 기
여하고 있다. 도이체벨레는 독일 뉴스 서
비스(German News Service)를 통해 독
일 소식에 관심이 있는 개인과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네 개 언어의 뉴스방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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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세계유산
파 노 라 마

157 m
쾰른 대성당 높이

1 km2

촐페어아인 탄광지 면적
44 km2

부헨발트 면적
2,300,000

박물관섬 방문자 수

바우하우스
데사우와 바이마르에 
설립된 바우하우스는 
20세기 초 명성을 떨
친 조형분야의 유명 학
교이다.

바르트부르크 성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몸을  
숨기고 신약성서를 
번역한 곳으로 유명
하다.

 촐페어아인 탄광지
1986년 문을 닫은 에센의 
광산지대로 유럽 중공업 
발전을 주도했던 곳이다.

쾰른 대성당
고딕 양식의 걸작
으로 1248년에서 
1880년에 이르기
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건축되었다.

17 21

2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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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크베들린부르크의 전통적  

반목조건물 개수

550 km
로마 제국의  

국경 리메스의 길이

10,000 
바덴 해에 서식하는  

동식물 개체 수

1,073
전 세계 UNESCO  

세계유산 개수

로마 제국의 리메스
로마 제국 당시 국경  
성벽 중 헤센에 위치한  
요새 잘부르크가  
복원되었다. 

부헨발트
독일 부헨발트의 5개  
지역이 UNESCO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	 아헨	대성당	
2	 슈파이어	대성당
3	 뷔르츠부르크	궁전과	정원
4	 순례성당	“비스”
5	 	브륄의	아우구스투스부르크	성과		
팔켄루스트	성

6	 힐데스하임	대성당과	성	미하엘	교회
7	 	트리어	로마	유적,		
대성당과	성모	마리아	성당	

8	 한자동맹도시	뤼베크
9	 포츠담과	베를린의	궁전과	공원
10	 로슈	수도원
11	 	람멜스베르크	광산과	고슬라	구시가지	
및	오베르하르츠의	물	관리	시스템	

12	 밤베르크	구시가
13	 마울브론	수도원	지구
14	 	크베들린부르크의	협동교회,	성채,	구시가
15	 푈클링겐	제철소
16	 화석	유적지	메셀
17	 쾰른	대성당
18	 	바이마르	및	데사우의		
바우하우스	유적	

19	 아이슬레벤과	비텐베르크	루터	유적지
20	 바이마르	고전주의	문화유적지
21	 바르트부르크
22	 베를린	박물관섬	
23	 데사우	뵐리츠	정원
24	 라이헤나우	수도원	섬
25	 에센의	촐페어아인	탄광지
26	 슈트랄준트와	비스마르의	구시가
27	 중북부	라인계곡
28	 브레멘의	시청	건물과	롤란트	상
29	 무스카우어	공원
30	 	로마	제국의	리메스:		
오버게르만-래티아	국경

31	 슈타트암호프와	레겐스부르크	구시가지
32	 베를린의	모더니즘	주택	단지
33	 바덴	해
34	 독일	부헨발트
35	 알펠트의	파구스공장
36	 알프스	주변	선사시대	호상	가옥
37	 바이로이트	변경백	오페라	극장
38	 빌헬름스회헤	산상공원
39	 	카롤링거시대	웨스트워크와	코르바이수도원
40	 	함부르크의	슈파이혀슈타트	지구,		
콘토르하우스	지구와	칠레하우스

41	 	르	코르뷔지에	건축물(슈투트가르트에	
소재한	바이센호프	주거단지)

42	 슈바벤	유라	산맥의	동굴과	빙하기	시대	예술
43	 하이타부와	다네베르크	고고학적	유적군
44	 나움부르크	대성당

문화유산
자연유산

바이에른

헤센 튀링겐

작센

브란덴부르크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니더작센
작센안할트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라인란트팔
츠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바덴뷔르템베
르크

자를란트

3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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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헨발트
독일 부헨발트의 5개  
지역이 UNESCO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	 아헨	대성당	
2	 슈파이어	대성당
3	 뷔르츠부르크	궁전과	정원
4	 순례성당	“비스”
5	 	브륄의	아우구스투스부르크	성과		
팔켄루스트	성

6	 힐데스하임	대성당과	성	미하엘	교회
7	 	트리어	로마	유적,		
대성당과	성모	마리아	성당	

8	 한자동맹도시	뤼베크
9	 포츠담과	베를린의	궁전과	공원
10	 로슈	수도원
11	 	람멜스베르크	광산과	고슬라	구시가지	
및	오베르하르츠의	물	관리	시스템	

12	 밤베르크	구시가
13	 마울브론	수도원	지구
14	 	크베들린부르크의	협동교회,	성채,	구시가
15	 푈클링겐	제철소
16	 화석	유적지	메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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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하우스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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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독일	부헨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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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는 인도게르만어족에 속하는 약 15개의 게
르만어 중 하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
부르크, 벨기에, 리히텐슈타인, 남티롤(이탈리아)
에 사는 약 1억 3천만 명의 인구가 독일어를 모국어 
또는 정기적으로 쓰는 제2의 언어로 사용한다. 독
일어는 EU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로 쓰
는 언어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10
개 중 하나다. 2015년에 발표된 “전 세계에서 외국
어로 사용되는 독일어”에 관한 조사 결과 독일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인구가 1,54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
로 독일어를 외국어로 구사하는지는 정확하게 집
계할 수 없지만 약 1억 명 정도로 추산된다.

독일어를 구사하는 인구 수만 봐도 알 수 있듯 
독일어는 높은 위상을 자랑하는데, 이는 독일의 
탄탄한 경제력 덕분이다. 독일의 경제력이 독일
어의 매력을 배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독일어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장학금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독일어
확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독일어에 대
한 관심은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신
흥국에서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독일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독일어에 대한 
수요가 2010년 이래 4배 증가했다.

주요 독일어 교육 기관으로는 140개의 해외 독
일학교 및 독일 외무부가 추진하는 “학교: 미래
의 파트너(PASCH)” 프로젝트에 참여해 독일어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약 2,000개 파트
너 학교가 있다. 또한 90개가 넘는 국가에서 외
국어로서 독일어 강좌와 어학시험을 운영하는 
독일문화원도 있다. 2016년 독일문화원에서 
약 278,000 명의 수강생이 독일어를 배웠다. 
전 세계 대학에서도 약 130만 명이 독일어를 
배우고 있다.

도이체벨레는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다양한 
수준의 독일어 학습자를 아우르는 온라인 강좌
를 운영해 e-러닝 프로그램과 비디오와 오디오 
및 인쇄물 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매력적인 언어
테 마

16
독일에는 16개의 방언이 존재한다. 대표적

인 방언으로는 바이에른어, 알레만어, 베스

트팔렌어, 브란덴부르크어 그리고 북쪽의 

저지독일어가 있다. 지역별로 사용하는 구

어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방언은 점점 약화되는 추세다.

숫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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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국제 학술언어로서 독일어의 중요성은 약
화되는 추세다. 자연과학 분야에서 서지 데이터베
이스 상 독일어로 작성된 논문의 비율이 1%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독일어는 전통적으로 인문
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학술언어로 보다 큰 의
미를 갖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非)독일어권 학
자가 독일어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가 드물다. 

반면 영어로 논문을 발표하는 독일어권 학자는 
많은데, 특히 자연과학 분야에서 그렇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는 독일어의 위상이 상당히 높다. 
언어별 웹사이트의 비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독
일어는 1위인 영어와는 큰 격차를 보였지만 2위
인 러시아어와는 간발의 차이로 인터넷 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3위를 차지했다.

세계화로 인해 세계 모든 언어가 위협을 받고 있
으며 세계 공용어로서 영어의 위상은 더욱 강화
되고 있지만 독일어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국제 
언어로서 자리를 지킬 것이다. 

독일어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로 쓰는 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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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대한 사랑과 도시생활에 대한 열망, 건강
한 먹거리와 특급 레스토랑, 전통에 대한 고집과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개방성.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독일은 국토면적이 35만7천 평방
킬로미터로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에 이어 EU에
서 네 번째로 큰 나라다. 북해와 발트해로부터 남
쪽의 알프스 산맥에까지 이르는 독일의 국토는 북
부의 독일저지, 중부의 중령산지, 남서부 중령산
지의 산맥지층, 남부의 알프스 기슭 및 구릉 지대
와 바이에른 알프스 등 지리적으로 다양하게 구
성되어 있다. 독일의 국토는 남북으로 876km, 동
서로는 640km에 걸쳐 있다. 

독일은 세계에서 생활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2016년 발표된 UN의 인간개발지수(HDI)
에서 독일은 총 188개 국가 중 4위를 차지했다. 인
구수 8,260만 명으로 독일은 EU에서 인구가 가
장 많고, 인구밀도 역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
다. 인구의 약 77%가 인구밀도가 높거나 평균 이
상인 지역에 산다. 인구의 약 30%는 독일의 80
개 대도시(인구수 10만 명 이상)에 살고 있다. 뮌
헨의 경우 1평방킬로미터 당 4,713명이 살고 있으
며, 베를린은 4,012명이 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
시의 성장과 혁신적 변화가 계속되어 2030년에
는 대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양성의 나라 ∙ 도시에서 삶 ∙ 지속 가능한 관광 ∙스포츠 강국의 또 다른 도전 ∙  

베를린의 관광명소 ∙ 여유롭게 즐기기

라이프스타일

엿 보 기

다양성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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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 질트 섬엔 북해 해안을 따라 수 킬로미터의 모래사장이 펼쳐있다

살기 좋은 나라 독일: 관련 영상 
→ tued.net/ko/vid8

 V I D E O     A R  A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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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이 위치한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유일의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대도시이다

주택시장, 도시교통, 인프라 등이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18-24세 연령대의 젊
은 층이 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길 원한다. 도시화
는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
상이다. 관광객들 역시 도시 관광을 선호한다. 특
히 베를린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도시로 
매번 기록적인 관광객 수를 달성하고 있다. 인구 
수 370만 명의 메트로폴리스 베를린은 절대적 숙
박일수로 봤을 때 유럽에서 런던과 파리에 이어 3
위의 관광도시이다.

도시생활에 대한 동경이 크지만 동시에 지역의 토
속적인 것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특히 먹거
리가 그러하다. 친환경 먹거리 산업은 독일 농업
의 주요 산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은 연간 100억 
유로의 매출을 올린다. 29,174개의 친환경 농가 
즉, 전체 농기업의 약 10%가 전체 농경지의 7.1%
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에 인증마
크를 부여해, 현재 약 75,000개의 제품이 국가가 
발부하는 친환경마크 인증을 받았다. 이와 같은 
친환경 농산물은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원재
료 표시의무를 엄격히 준수한다. 2016년 약 800
만 명의 독일인이 채식주의를 하고 있고, 130만 

명은 육류뿐 아니라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비
건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2018년 300개의 
독일 식당이 미슐랭 가이드에서 하나 이상의 별
을 받으면서 역대 최대기록을 달성하였는데, 이와 
같이 뛰어난 맛을 자랑하는 독일 식당에서 다양
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Destatis
비스바덴 소재 연방통계청이 작성한 각종 데
이터, 수치, 공식 통계자료 소개
→ destatis.de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BLI)” 를 토대로 38개 국가의 물질적 
생활조건과 삶의 질을 비교
→ oecdbetterlifeindex.org

웹 사 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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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관광청
연방정부 산하의 독일관광청(DZT)은 60여 년 전부

터 관광입지로서의 독일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

다. 2018년에는 “독일에서 즐기는 식도락 여행” 을 

주제로 친절한 독일인과 먹거리 문화를 중점적으로 

홍보 중이다. 2019년엔 “바우하우스 설립 100주년” 
을 기념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germany.travel

독일올림픽체육협회
독일올림픽체육협회(DOSB)는 독일 스포츠계의 상

부기관이다. 2,7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둔 독일올림

픽체육협회엔 약 91,000개의 협회가 소속되어 있다.

→ dosb.de

독일축구협회
7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독일축구협회

(DFB)는 전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

가 단위 스포츠 협회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자

축구와 여자축구 모두 세계 정상을 차지한 축구협

회이기도 하다.

→ dfb.de

국제 스포츠 지원
1961년 이래 외무부는 대외 문화 및 교육 정책의 일

환으로 국제 스포츠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현재까지 1,400개의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특히 여성, 장애인, 청소년 스포츠 부문

을 적극 지원해 이들의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 dosb.de/sportentwicklung/internationales 

독일와인연구소
독일와인연구소(DWI)는 독일 와인산업계의 커뮤니

케이션 및 마케팅 담당 기관으로. 독일 와인의 품질

과 판매 촉진을 핵심 업무로 한다.

→ deutscheweine.de

독일에서 행복한 삶
연방정부는 2015년 독일 국민을 초대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국민과

의 대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측정할 수 있는 46개의 

삶의 질 지표를 세웠으며, 앞으로 이를 계속 업데이

트할 예정이다.

→ gut-leben-in-deutschland.de

기관 & 지원

본 장의 주제별 추가 정보 제공 - 부연설명
을 곁들인 링크 모음, 기사, 문서, 연설문. 
독일 음식, 독일산 와인, 바우하우스 건축, 
독일에서의 웰빙 여행 등과 같은 키워드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 tued.net/ko/dig8

한 눈 에  보 기

디 지 털  플 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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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도시는 좋은 일자리, 깨끗한 환경, 낮은 범죄
율, 다양한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우수한 교통망
을 자랑한다.미국의 컨설팅 전문업체 머서가 전 
세계 231개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삶의 
질에 관한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7개의 독일 
도시가 탑30위 안에 들었다. 그 중 뮌헨(3위), 뒤
셀도르프(6위),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7위)은 심
지어 10위 권 안에 들었다. 그 외 베를린(13위), 함
부르크(19위), 뉘른베르크(23위), 슈투트가르트
(28위) 역시 상위권을 차지했다. 독일에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80개, 인구 2만에서 
99,999명 사이의 중견도시가 614개 있다.전체 
인구 75.5%가 현재 도시에 살고 있다.

도시주택에 대한 높은 수요로 신규 계약 임대료 및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독일의 자가보유

율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낮다. 전체 가구의 45% 
만이 본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며, 대부분은 임대 
주택에서 살고 있다. 독일 국민의 약 14%가 주거비
용이 “큰 경제적 부담” 이라고 말한다. 월 소득의 평
균 27%가 주거비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래서 연방정부는 주거비용이 높은 지역도 사회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대비용 상한 제도를 도
입하였다. 물론 예외지역도 있지만, 본 제도에 따
라 새 임차인과 임대계약 체결 시 임대료를 동일한 
조건의 주택 대비 10% 이상 인상할 수 없다. 또한 
연방정부는 150만 채의 신규주택과 자가주택 건설
을 목표로 2018년 “적극적인 주거지 확대 사업”을 
착수했으며, 사회주택 건설 사업에도 20억 유로를 
지원했다. 그 밖에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가주택 구
입 시 소위 주택아동수당(Baukindergeld)이라는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독일 가구의 지출 내역

35 %
주택, 에너지,  
주택 유지 및 보수

14 %
교통

14 %
식료품, 음료, 담배

10 %
여가, 오락, 문화

4 %
의복, 신발

23 %
기타

도시에서 삶
테 마

독일인들의 주거 형태
독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가가 아닌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주거용 건물의 66%가 한 가구가 사는 단
독주택이며, 단 6%만이 일곱 세대 이상이 거주 가
능한 건물이다. 전체 주택의 35%가 면적이 100m2 
이상이며, 5.5%만이 면적이 40m2보다 작다. 

출
처

: S
ta

tis
tis

ch
es

 B
un

de
sa

m
t 2

01
7

그 래 프

KOR_154-171_LEBENSART_2018_Druck.indd   158 2018/6/21   下午4:26

많은 이들이 도시에서 생활을 꿈꾸기 때문에, 도시의 임대료가 상승한다

방 개수별 독일 주택의 비율 

40.3 %
방 5개 이상

3.3 %
방 1개

9.2 %
방 2개

21.7 %
방 3개

25.4 %
방 4개

도시 인구의 비율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75.5 %

81.8 %

82.8 %

82.0 %

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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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은 여행을 즐긴다. 국외 여행뿐 아니라 국내 
여행 역시 좋아한다. 독일의 알프스 산맥, 해변, 호
수와 늪지, 자연공원, 계곡은 수년에 걸쳐 많은 사
랑을 받아 왔다. 내국인뿐 아니라 점점 많은 외국
인 관광객들도 독일의 다채로운 자연풍경과 다양
한 관광, 스포츠 및 휴식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독

일을 찾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오래 전부터 관광지
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17년 관광객의 독일 숙박일수는 4억 5,900만 
박으로 증가했다. 그 중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일
수는 8,390만(18.2%) 박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
록했다. 관광산업 전문가는 2030년 외국인 관광
객 숙박일수는 1억 2,150만 박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한다. 1990년 독일통일 직후부터 독일 관
광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었고,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일수는 꾸준히 증가해 현재 
약 88%에 달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약 75%가 네
덜란드,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출신이
다. 미국 관광객은 7.5%를 차지한다.

동시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관광객도 증
가추세이다. 이들 국가 출신 관광객 비중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약 8%씩 증가했다. 독
일은 2010년 이래 스페인에 이어 유럽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유럽 여행지 2위로 부상하면서  
프랑스를 제쳤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독일방문 
시기와 지역 별 분포를 살펴보면 6월에서 10월
까지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바이에른, 베

지속 가능한 관광
테 마

∙ 가장 큰 공항: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 가장 큰 기차역: 라이프치히 중앙역

∙ 가장 큰 항구: 함부르크 항

∙ 가장 큰 박람회장: 하노버 박람회장

∙ 가장 큰 온천 휴양지: 비스바덴

∙ 가장 큰 축제: 옥토버페스트

∙ 가장 큰 놀이공원: 루스트의 유로파파크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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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 알프스의 전경이 바이에른을 방문하는 수많은 해외 관광객들 마음을 사로잡는다

를린, 바덴뷔르템베르크가 가장 높은 방문자수
를 기록한다. 독일은 특히 15-34세 사이의 젊
은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관광지로, 젊은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독일 관광사업은 발전
을 거듭하고 있다.

박람회와 국제회의의 나라, 독일

2017년 독일은 13년 연속 최적의 유럽 컨벤션 장
소 1위 타이틀을 획득하였다. 세계 회의장소 랭킹

에서는 독일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독일
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박람회 장소로 꼽힌다. 
2016년 전세계에서 113,000 명에 달하는 참가자
가 독일 박람회에서 제품을 선보였으며 320만 명
의 고객이나 방문객이 박람회 참석 차 독일을 찾
았다. 특히 “마법의 도시(Magic Cities)” 베를린, 
드레스덴,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하노버, 라이프치히, 쾰른, 뮌헨, 뉘른베르크 및 슈
투트가르트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장 많은 사
랑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 단연 1등을 차지한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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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린은 2016년 약 3,100만 박의 숙박일수와 
1,270만 명의 방문자를 기록했다. 절대적 숙박일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베를린이 유럽에서 런던과 
파리에 이어 3위를 차지한다.
 
독일관광청(DZT)의 조사 결과 노이슈반슈타인성
과 퀼른성당과 같은 전통적인 관광지가 외국인 관
광객에게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물론 포츠담의 
상수시 궁전이나 고전주의의 도시 바이마르와 같
은 독일의 수많은 UNESCO 세계문화유산 역시 
인기다. 그 밖에 방문자수가 62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뮌헨 옥토버페스트와 같은 축
제 역시 많은 세계인들이 독일을 찾는 이유다. 축
구 경기장도 독일이 자랑하는 관광 명소 중 하나
다. 스위스 출신 건축가 헤르조그 & 드뫼롱의 걸
작이자 FC 바이에른 뮌헨의 홈구장인 알리안츠 
아레나가 대표적인 예이다.

다양한 여행길도 빼놓을 수 없다. 문화재만큼 여
행길도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한다. 독일은 총길
이가 2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산책로를 자랑하

는데, 특히 국립공원이나 알프스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유럽의 자전거도로인 철의 장막
(1,131km)이나 리메스 자전거길(818km) 등 200
개 이상의 잘 정비된 자전거도로가 7만 킬로미터 
이상 이어져 있다. 저렴한 가격의 숙박을 원한다
면 500개의 유스호스텔(이 중 130개는 가족용 
시설)이나 2,919개에 달하는 캠핑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웰빙여행과 친환경 여행

여행의 나라 독일에서 현재 웰빙이 큰 화두이다. 
엠스 온천의 강 사우나와 같은 이색 관광지 외에
도 바트 뵈리스호펜이나 19세기 그륀더차이트
(Gründerzeit) 시대 건축 양식을 자랑하는 바트 
왼하우젠과 같은 수많은 휴양지 및 온천 등이 대
표적인 웰빙여행지다. 독일에는 독일온천협회가 
인증한 350개 이상의 온천과 휴양지가 존재한다. 
우수한 의료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을 찾는 이유이다.

여행을 통해 심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생
태관광과 지속 가능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이다. 그래서 친환경 농가들이 여행자들에게 
방을 제공하는가 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물
종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104개의 자연공원과 
17개의 생물권보존지역 역시 여행지로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여행의 나라 독일은 모든 여행
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
설을 마련해 장애가 있는 여행자라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신연방주(州)에서 즐기는 매력적인 여행

5개 신연방주(州)는 독일 관광산업에서 주요 역할
을 담당한다. 많은 구동독 지역이 관광산업으로 

독일은 서풍 지대에 위치하며 온대다우기
후대에 속한다. 연중 온도 차가 크지 않고 
일년 내내 강우가 내린다. 일반적으로 겨울
은 온화하고(2 °C 내지 –6 °C) 여름도 더위
가 심하지 않다(18 °C 내지 20 °C). 연평균 
기온은 2014년 10.3 °C로 전례 없이 높았는
데, 국제적 기준기간인 1961년에서 1990년 
사이의 연평균 기온 8.2 °C에 비해 2.1 °C나 
높았다. 2014년의 연평균 기온은 이때까지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됐었던 2000년과 
2007년에 비해서도 0.4 °C 높았다.
→ dwd.de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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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었다. 슈프레발트 숲과 같
은 자연풍경, 드레스덴이나 바이마르 같은 전통
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 뤼겐 섬의 빈츠와 같은 발
트해의 휴양지가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
이고 있다. 관광객의 신연방주(州) 숙박일수는 
1993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이상 머문 여행지 숙박일에 대한 2017년 조

사를 보면 북동부에 위치한 신연방주(州) 메클렌
부르크 포어포메른이 5.1%를 차지하면서 4.9%
를 차지한 독일 남부 관광지이자 구서독 지역 바
이에른을 앞섰다. 독일은 아무리 자주 여행을 했
다 하더라도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으며, 더 큰 즐거움과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 여
행지다. 

베를린

함부르크

하노버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뉘른베르크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뮌헨

노이슈반슈타인 성

유로파파크

쾰른

뒤셀도르프

   최고의 여행지  
독일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숙박일수의 
43%를 소위 “마법의 도시(Magic Cities)” 라고 
일컫는 11개 도시에서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베를린은 뮌헨,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함
부르크를 큰 차이로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
다.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숙박일수의 56%를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도시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항
2017년 여객 수 기준 6,450만 명의 프랑크푸
르트 공항, 4,460만 명의 뮌헨 공항, 그리고 
2,450만 명의 뒤셀도르프 공항이 독일 3대 공
항이다.

  가장 사랑 받는 관광명소
독일관광청의 설문조사 결과 함부르크의 미니
어처 원더랜드, 루스트의 유로파파크, 노이슈
반슈타인 성이 2017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가
장 많은 사랑을 받은 독일의 3대 관광지였다.
 

독일 여행

지 도

미니어처 원더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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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스포츠를 사랑하며 스포츠 강국이다. 올
림픽에서 총 1,757개의 메달(2018년 기준)을 획
득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올림픽 메달을 세 번
째로 많이 보유한 국가다. 독일엔 약 2,800만 명
의 사람들이 91,000여 개의 스포츠 클럽에서 회
원으로 활동 중이다. 스포츠 클럽은 국민에게 스
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기회도 제공한
다. 특히 청소년지원사업과 사회통합사업을 실시

해 페어플레이, 공동체 정신 및 관용과 같은 가치
를 전달한다.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을 위한 스포츠 클럽의 역할은 더욱 중
요해졌다. 약 60,700개의 클럽에 이민 배경을 가
진 회원 및 선수가 소속되어 있다. 총 170만여 명
의 이민자가 스포츠 클럽에서 활동 중이라고 추정
된다. 물론 스포츠 클럽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
율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다.

스포츠 강국의 또 다른 도전
테 마

1988
슈테피 그라프는 4대 메이저 경기에
서 우승을 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
고 같은 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
머쥐면서 일명 골든 슬램을 달성한 
최초의 여자 테니스 선수이다. 

1972
뮌헨에서 개최된 하계 올림픽 대회 
중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이스
라엘 육상선수들을 인질로 잡고 살
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54
독일은 스위스 월드컵 결승전에서 
헝가리를 3:2로 이기고 첫 월드컵 우
승 타이틀을 거머쥔다. 독일인들에
게 승리를 안겨준 당시 경기를 “베른
의 기적” 이라고 부르며 이 표현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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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까지 사용된다.

이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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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스키 선수 안나 샤펠후버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독일에 두 개의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2018
독일 피겨스케이팅선수 알리오나 사
브첸코와 브루노 마소트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페어 프리 프로그램
에서 모두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올
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6
“세계의 손님을 우리의 친구로(Die 
Welt zu Gast bei Freunden)” 라는 
모토를 내걸고 독일에서 열린 FIFA 
월드컵은 전 세계에 잊을 수 없는 “한 
여름의 동화” 와 같은 순간을 선사하
였고, 독일은 국제 이미지를 크게 끌
어올릴 수 있었다.

2014
독일의 축구 국가대표팀은 브라질에
서 개최된 월드컵에서 치열한 경쟁
을 뚫고 (결승전에서 1:0으로 아르헨
티나를 이기고) 또 한 번 우승을 한
다. 이로써 독일은 1954년 이래 네 
번째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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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올림픽체육협회(DOSB)의 “스포츠를 통한 
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이 독일의 스포츠계를 더
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프로그
램은 무엇보다도 여성과 같이 현 스포츠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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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리가 재단 및 독일축구협회(DFB)와 함께 통
합 이니셔티브를 출범해, 스포츠 분야에서 난민 
통합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그 중에
서 독일축구 국가대표팀이 지원하는 “환영을 위
한 1:0(1:0 für ein Willkommen)” 프로젝트와 그 
후속사업인 “환영을 위한 2:0(2:0 für ein Will-
kommen)”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난민을 대상
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약 3,400개의 축구
클럽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독일올림픽체육협회(DOSB)는 독일 스포츠계의 
상부기관으로 독일에서 가장 큰 시민조직이다. 독
일올림픽체육협회(DOSB)는 엘리트 스포츠 외에
도 대중 스포츠를 지원한다. 협회 산하에 있는 
91,000 개 스포츠 클럽 중 2만 개 이상이 1990년 
통일 이후에 설립되었다. 독일올림픽체육협회

(DOSB)는 98개의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1900년에 설립된 독일축구협회
(DFB)다. 독일축구협회엔 700만 명의 회원과 축
구팀 25,000개가 소속되어 있어 현재 협회 역사
상 가장 많은 회원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 스
포츠 협회에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스포츠 클라이밍, 근대5종 경기, 복싱과 함께 트
라이애슬론 협회는 가장 큰 폭의 회원 수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1년 대비 2015년 트라이애슬론 
협회 회원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7년엔 
약 85,000명의 회원이 활동했다.

독일 축구계의 최상위 리그인 분데스리가는 독일 
스포츠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리그이자 국제적으
로도 최고의 리그로 꼽힌다. 2016/2017년 18개 분
데스리가 팀이 치른 306번의 경기를 보기 위해 약 
1,270만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 즉, 한 경기
당 평균 관중의 수가 41,500명이었다. 독일 축구
클럽 중 최고는 FC 바이에른 뮌헨이다. 2017년 4
월 FC 바이에른 뮌헨은 27번 째 분데스리가 우승

J. P. 모건 코퍼레이트 챌린지: 63,000명 이상의 참가자로 기업이 주최하는 자선 달리기 대회 중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행사이며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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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을 손에 넣었다. 그 밖에도 DFB 포칼(독일축구
협회컵) 대회에서 18번의 우승을 차지했고 2001
년과 2013년에는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
을 기록했다. 29만 명의 회원을 둔 FC 바이에른 뮌
헨은 세계에서 회원수가 가장 많은 클럽이다.

네 번의 월드컵과 세 번의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
서 우승한 독일의 남자축구대표팀은 독일 축구계
를 대표한다. 2014년 브라질에서 열린 FIFA월드
컵에서 우승한 이래 독일은 FIFA 랭킹 1위에 등극
하였다. 요아힘 뢰브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전술적으로 유연하며 경기 운영 능력이 탁월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제롬 보아텡, 사미 케디라, 메수
트 외질처럼 이민 배경을 가진 다수의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뛰고 있다.

다양한 종목에서 성과

축구뿐만 아니라 체조, 테니스, 사격, 육상, 핸드
볼, 승마도 높은 인기를 누린다. 그 밖에 독일은 다
양한 스포츠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J.P. 모건 코퍼레이트 
챌린지가 그 예이다. 이 대회엔 2,419개가 넘는 기
업의 63,000 명 이상에 달하는 관계자가 참가해 
사기업이 주최하는 자선 달리기 행사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독일은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
두고 있다. 이는 독일 스포츠지원재단(Stiftung 
Deutsche Sporthilfe)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
기도 하다. 본 재단은 거의 모든 올림픽 종목과 오
랜 전통의 비올림픽 종목, 장애인 스포츠 및 농아
인 스포츠 종목에서 활동 중인 약 4,000명의 선
수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선수 지원도 주요 과
제이다. 독일은 장애인을 위한 국제대회와 장애
인올림픽에서 1,871개의 메달(2018년 기준)을 획
득하면서 장애인 스포츠 부문에서도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독일 외무부는 대외 문화∙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국제 스포츠 지원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지금
까지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스포츠 종
목을 대상으로 1,400개가 넘는 장기 및 단기 프
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외무부는 우루
과이에서 여자축구 지원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실시해 트레이너를 양성하며 축구를 비롯한 다양
한 스포츠 활동에 여학생과 성인 여성의 참여 강
화를 도모한다. 이와 같이 독일 스포츠는 해외 여
러 프로젝트를 통해 분쟁예방과 민족 간 상호 이
해에 기여하며, 공정성, 관용, 통합, 평화적 경쟁, 
최상의 실력 발휘와 같은 가치를 전파하는 일종
의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 

반(反)도핑운동
1999년 세계반도핑기구(WADA)를 설립하
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도핑에 대한 무관
용 원칙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
된 하나의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
다. 그 결과 최초의 세계반도핑규약(WADC)
이 2003년 채택되었다. 본 규약은 2015년 
개정되었고, 2021년 1월 1일 새로운 반도핑
규약이 발효할 예정이다.
→ wada-ama.org

글 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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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000명
인구

12,970,000명 
관광객

2,300,000명 
박물관 섬 방문객 

175개
박물관과 전시장

 

베를린의 도시구역
A. 미테
B. 프리드리히스하인 크로이츠베르크
C. 판코프
D. 샤를로텐부르크 빌머스도르프
E. 슈판다우
F. 슈테글리츠 첼렌도르프
G. 템펠호프 쇠네베르크
H. 노이쾰른
I. 트렙토프 쾨페닉
J. 마르찬 헬러스도르프
K. 리히텐베르크
L. 라이니켄도르프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
베를린 시티 웨스트의 상징
으로 번화가인 쿠르퓌르스텐
담 근처에 위치하며,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기 위한 건축
물이다.

제국의회 건물 
독일 연방하원의 의사당으로, 
의사당의 유리돔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

전승기념탑
285개의 계단을 올라가
면 아름다운 도시의 모
습을 조망할 수 있는 전
망대가 있다.

베를린의 관광명소
파 노 라 마

미테

프리드리히스하인 
크로이츠베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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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471명 
베를린 국제 영화제 방문객

4,660개 
식당

402개
바와 디스코텍

젠다르멘마르크트 광장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
장 중 하나로 고전주의 양
식의 세 개의 웅장한 건축
물이 들어서 있다

체크포인트 찰리
장벽은 사라졌지만, 과거 국경 
검문소였던 이 자리는 냉전 시
대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알렉산더 광장의 
TV송신탑
알렉산더 광장에 우뚝 
솟아있는 베를린 TV
송신탑의 원형 전망대
에 올라가면 주변 일
대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박물관 섬
이곳에 위치한 5개의 대형 박
물관은 유럽 최고의 박물관으
로 꼽힌다.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베를린 장벽 잔재 일부에 예술적
인 벽화를 그려 조성한 갤러리로 
세계 최장의 야외 갤러리다.

브란덴부르크 문
독일 통일의 대표적  
상징물로 가장 잘 알려진  
관광명소다.

포츠담 광장
베를린의 현대적인 모
습을 대표하는  
곳이다. 베를린 장벽
이 철거된 후 생긴 넓
은 공터에 조성된  
광장이다.

4,500,000명 
동물원 방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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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와인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
으로 사랑을 받으며 르네상스를 맞이했다. “리
슬링의 기적” 으로도 불리는 이와 같은 인기는 
수확량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신세대 독일 
와인 제조업자들 덕분이다. 긴 생장기와 상대
적으로 더위가 심하지 않은 여름 기후로 독일 
와인은 풍미가 섬세하고 알코올 함유량이 높
지 않다.

총 면적이 약 102,000헥타르에 달하는 13개 와
인생산지에서 매우 다양한 지역특산품종의 포도
가 재배된다. 포도 재배면적이나 와이너리(약 8
만 개) 수를 기준으로 다른 와인생산국가와 비교
하면 독일은 중위권에 속한다. 2017년 생산량은 
810만 헥토리터였다. 친환경 와인 부문에서 독
일 와인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4%에서 5% 
사이다. 독일의 와인생산지역은 전 세계 와인생
산지역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 중 작
센과 잘레 운스트루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독일의 남서쪽 및 남쪽에 위치한다. 독일 3대 와
인생산지역은 라인헤센, 팔츠 그리고 바덴이다. 
독일에는 약 140종의 포도가 재배되고 있고 그 
중 화이트와인 종인 리슬링과 뮐러 투르가우를 
대표로 약 24종이 널리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 생
산하는 와인의 약 64%가 화이트와인이며 나머
지 36%는 레드와인이다. 대표적인 레드와인 포
도 품종은 슈페트부르군더와 도른펠더다.

독일은 맥주의 나라이기도 하다. 독일 맥주는 무
엇보다 소규모의 가족 경영 양조장과 수도원 양
조장이 수백 년 전부터 지켜 내려온 양조전통으
로 유명하다. 모든 독일 맥주는 예외 없이 1516년
에 제정된 맥주순수령을 준수해야 한다. 세계에
서 가장 오래된 식품법 규정인 맥주순수령은 맥
주 생산 시 물, 홉, 맥아 외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여유롭게 즐기기
테 마

300
2018년 역대 최다인 300개의 독일 식당이 
한 개에서 최대 세 개의 미슐랭 가이드 별을 
받았다. 이 중 11개 식당은 최상의 평가를 받
으면서 3개의 별을 받았다. 이로써 독일은 
미식가의 나라 프랑스에 이어 유럽에서 가
장 많은 별 세 개의 레스토랑을 보유한 나라
로 등극했다. 
→ bookatable.com/de/guide-michelin

숫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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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금한다. 독일에서는 5,000에서 6,000 종
의 맥주가 생산되는데, 필젠 타입의 맥주가 주를 
이룬다. 다만 맥주 소비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독일의 식생활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한편으로 많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대
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균형 잡힌 식생
활을 추구한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 간 이동 확대
나 개인주의적 라이프스타일과 같은 메가트렌드
로 독일인의 식생활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독일 음식 문화는 역동적이고 다채로우며 유럽
에서 최고 중 하나로 꼽힌다. 고급 요리와 퓨전 
스타일의 음식 그리고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베
지테리언 및 비건 메뉴들 외에도 설탕 당근, 순
무, 돼지감자와 같은 독일의 전통적인 토속식품
도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전통적인 토속음식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강식, 제철음식, 지역특산
품, 고향의 맛 열풍의 핵심을 이룬다. 전통적인 
메뉴는 젊은 요리사의 재해석과 세계화의 영향
을 받아 재탄생되고 있다. 

대도시의 매력: 베를린을 비롯한 독일의 도시에서 다채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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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154-157, 158-159, 160-163
도이체벨레 146-149
독수리 문장 8-9
독일 국제협력단체(GIZ) 78-81
독일과학혁신센터(DWIH) 108-109
독일관광청(DZT) 154-157
독일국제교류처 134-137, 140-141
독일도서상 142-145
독일 무역투자 진흥처(GTAI) 58-61, 

62-65
독일문화원 134-137, 140-141
독일문화위원회 134-137
독일산업총연맹 58-61
독일상공회의소(DIHK) 58-61
독일어 152-153
독일에너지공사(DENA) 78-81
독일연구재단(DFG)  

94-97, 102-105, 106-107
독일연방문화재단 134-137
독일영화상 142-145
독일올림픽체육협회(DOSB)  

154-157, 164-167
독일을 위한 대안 14-15, 22-25
독일이슬람회의 114-117, 132-133
독일축구협회(DFB) 154-157, 164-167
독일학술교류처(DAAD) 94-97, 98-99, 

106-107, 108-109, 140-141
동독 36-37
동맹 90/녹색당 14-15, 22-25
동성 커플 122-125

뒤셀도르프 6-7
드레스덴 6-7
디지털화 72-73

ㄹ
라이프니츠 협회 94-97, 102-105
라이프스타일 154-157
라이프치히 도서전상 142-145
라인 12-13
라인란트팔츠 6-7
레알슐레 112-113
레오폴디나 94-97
리슬링 170-171

ㅁ
마그데부르크 6-7
마인츠 6-7
막스 플랑크 협회 94-97, 102-105
맥주 170-171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6-7
면적 12-13
문학 142-145
문화 134-137
문화미디어 특임관  134-137
문화보존 프로그램 140-141
뮌헨 6-7
미디어 146-149

ㅂ
바덴뷔르템베르크 6-7
바이에른 6-7
박람회 62-65, 160-163
방송 146-149
베를린 6–7, 34–35, 168–169
베를린 국제영화제(베를리날레) 142-145
베를린 장벽 36-37
복지국가 114-117, 128-129
볼로냐 프로세스 94-97
부모수당 122-125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42-45
분데스리가 164-167
브란덴부르크 6-7
브레멘 6-7
블루카드 118-121
비스바덴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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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정 122-125
가톨릭교 132-133
개발협력 56-57
개신교 132-133
개혁 22-25
게오르그 뷔히너 상 142-145
게잠트슐레 112-113
경제 58-61
고용률 76-77
공과대학 98-99
공영방송 146-149
관광 160-163
교육  94-97
교회세 132-133
국가 8-9
국가사회주의 36-37
국가의 통합 실천계획 114-115
국경일 8-9
국기 8-9
국내 이주민 10–11, 30–31,  

114–115, 118-121
국내총생산(GDP) 66-69
국립공원 92-93
국민 10–11,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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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16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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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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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사회국가 114-115, 132-133
사회민주주의당 14-15, 22-25
사회 시장경제 58-61
사회적 포용 122-125
산업 4.0 66-69, 72-73
산업협회 22-25, 66-69
산책로 160-163
삶의 질 158-159
생물권보전지역 92-93
생물다양성 92-93
생활수준 154-157
서비스산업 66-69
석사 학위(Master) 94-97
선거 16-17
선거제도 16-17
세계를 향해 열린 학술계 106-107
세계유산 160-163
수도 12-13
수입 62-65
수출 58-61, 62-65
숙박업 170-171
슈베린 6-7
슈투트가르트 6-7
슐레스비히홀슈타인 6-7
스포츠 164-167
스포츠 지원 164-167
시민사회 126-127
식생활 154-157
신규 부채 30-31
실업자 76-77

ㅇ
아동 122-125
앙겔라 메르켈 14–19, 22–23
언론 146-149
언론의 자유 146-149
에너지 전환 30-31, 78-81, 84-87
에너지효율성 84-87
에르푸르트 6-7
엘리제조약 46-49
여성쿼터 30-31, 76-77
연구 102-105
연구 및 개발 (R&D)  

58-61, 66-69, 102-105
연극 142-145
연금 30-31
연대협약 22-25
연방교육촉진법(BAföG) 98-99
연방군 38-41, 42-45
연방노동청 114-115
연방대통령 16-17, 18-19, 26-29
연방부처  18-19
연방상원 14–17, 26–29
연방이민난민청 114-115
연방자원봉사제 114-115, 126-127
연방정부 16–19, 26–29
연방제 6-7, 26-29
연방총리 14–19, 26–27
연방하원 14–17, 26–29
연방헌법재판소 26-29
연방환경청 78-81
연방회의 16-17
영화대학 98-99
예술대학 98-99
옥토버페스트 160-163
올림픽 164-167
와인 170-171
외교 38-41
외무부 38-41
우수대학 육성 프로그램 94-97
웰빙 160-163
유대교 132-133
유럽안보협력회의(OSCE) 42-45
유럽연합(EU) 46-49, 58-61, 62-65
육아휴직 122-125
음식 170-171

음식 문화 170-171
음악대학수도 98-99
응용학문대학 98-99
의원 14–17, 22–23
의회 14–17, 26–29
이민 114-115, 118-121
이슬람교 132-133
이원제 직업교육 76-77
이주 30–31, 114–115, 118-121
인구 10-11
인권 50-53
인터넷 146-149
인프라 58-61, 72-73
입법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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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자동차 산업 66-69
자르브뤼켄 6-7
자를란트 6-7
자원봉사 126-127
자유무역협정 62-65
자유민주주의당 14-15, 22-25
자전거도로 160-163
작센 6-7
작센안할트 6-7
장벽 붕괴 36-37
재단 38-41, 114-115, 126-127
재생가능 에너지 84-87, 88-89
재생가능 에너지법(EEG) 84-87
재외공관 58-61
전기자동차 88-89
전기∙전자 산업 66-69
전문인력 76-77
정당 14-15, 22-25, 32-33
정보통신기술 72-73
종교 132-133
종교의 자유 132-133
좌파당 14-15, 22-25
주(州) 6-7
주거 158-159
중소기업 58-61, 66-69
지리 12-13
지속가능성 56-57, 70-71, 78-81
직업교육 76-77
직접투자 62-65

ㅊ
창조경제 138-139
청소년 122-125
최저임금 30-31, 76-77
추크슈피체 12-13
축구 164-167
출생률 114-115

ㅋ
커플 122-125
킬 6-7

ㅌ
태양광 전기 84-87
텔레비전, TV 146-149
통합 118-121
통화 8-9
튀링겐 6-7
특허 66-69

ㅍ
평화유지군 42-45
포츠담 6-7
풍력 84-87
프라운호퍼 협회 94-97, 102-105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16–19,  

26–29

ㅎ
하노버 6-7
하우프트슐레 112-113
하이코 마스  14-15, 22-23, 38-41, 

108-109
하이테크 전략 94-97, 102-105
학교: 미래의 파트너(PASCH)  

이니셔티브 94-97, 152-153
학교제도 112-113
학문 94-97, 102-105
학사학위(Bachelor) 94-97
한부모 122-125
함부르크 6-7
해외상공회의소(AHK) 58-61, 62-65
해외 이주민 10-11
해외학교 112-113, 152-153
해외학교 관리처 134-137
핵에너지 78-81, 84-87
헤센 6-7
헬름홀츠 협회  

94-97, 102-105, 106-107
혁신 58-61
화학 산업 66-69
환경 78-81
환경기술 88-89
환경보호 78-81
훔볼트 재단 94-97, 98-99, 108-109
히든 챔피언 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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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요 도시 간 거리 
(단위: km)

독일은 거리를 km 단위로 표시한다. 1km는 0.62137마일, 1마일
은 1.60934km에 해당한다.

비자에서 전압 정보까지:  
독일 여행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 및 주요 연락처

여권과 비자: 외국인이 독일에 입국하려
면 유효한 여권이나 여권 대용 서류를 구
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 국민
은 유효한 신분증만으로도 입국이 가능하
다. 유아의 경우 대부분 본인의 여행서류
를 소지해야 한다. 특정 국가의 국적을 보
유한 외국인은 입국 시 비자가 있어야 한
다. 자세한 사항은 독일의 재외공관(대사
관과 영사관)에 문의하면 된다. 
→ auswaertiges-amt.de

항공편: 독일은 100개 이상의 국제 항공
사가 취항한다. 이러한 국제노선망이 독일
의 24개 국제공항을 세계 전역과 이어준
다. 독일의 대표적인 공항은 프랑크푸르트 
공항, 뮌헨 공항 그리고 뒤셀도르프 공항
이다. 독일의 모든 공항은 각 도시의 교통
망과 잘 연결되어 있다. 
→ frankfurt-airport.de
→ munich-airport.de
→ dus.com

기차편: 독일은 선로 길이가 38,500km
에 달하는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뻗어 있
다. 근거리 및 원거리 노선의 연계가 잘 되
어 있으며, 매일 250개 이상의 직행열차
가 독일에서 유럽의 약 180개 도시를 향
해 출발한다.
독일 철도(Deutsche Bahn AG) 핫라인 
Tel.: +49 18 06 99 66 33
→ bahn.com

버스편: 장거리 버스를 이용해 독일을 여
행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독일에는 200
개 이상의 장거리 버스노선이 있다. 특히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 많다. 독
일의 모든 대도시는 장거리 버스로 접근 
가능하다.
인구 만 명 이하의 작은 도시를 지나는 장
거리 버스도 있다. 버스노선 안내: 
→ busliniensuche.de
→ fernbusse.de

자동차편: 독일은 매우 현대적인 도로망을 
갖추었다. 총 13,000 킬로미터 길이의 아
우토반(고속도로)에는 700개 이상의 휴
게소, 주유소, 모텔, 매점 등의 시설이 갖춰
져 있다. 독일 주유소에서는 종류에 따라 
표준형 휘발유(Super: 옥탄가 95), 바이오 
휘발유(Super E10: 옥탄가 95), 고급 휘발
유(Super Plus: 옥탄가 98)와 같은 무연 
휘발유와 경유를 주유할 수 있다. 독일 아
우토반에서는 특별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속도 제한이 없지만, 130km/h가 권
장된다. 주거지역에서는 최고 50km/h, 그 
바깥 지역에서는 최고 100km/h로 속도가 
제한된다. 아우토반 통행료는 없다. 안전벨
트 착용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키
가 150cm 이하인 유아는 카시트를 이용
해야 한다. 아우토반에서의 긴급구조 또는 
자동차 긴급수리 요청은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긴급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대표적인 
독일의 자동차클럽(ADAC, AvD)이 자동
차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정보를 제
공한다.
ADAC 자동차 긴급수리 서비스
Tel.: +49 18 02 22 22 22 
→ adac.de
AvD 긴급전화
Tel.: +49 80 09 90 99 09 
→ avd.de

숙박: 민박이나 휴가용 렌탈하우스에서 
고급호텔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은 넓다. 
숙박비가 저렴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독
일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관광협회와 
여행사가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목록을 
제공한다. 
→ germany.travel

유스호스텔: 국제유스호스텔연맹에 소속
된 유스호스텔 협회 회원이라면 독일에 
있는 500개 이상의 유스호스텔 어디서든 
묵을 수 있다. 가입비를 납부하면 국제회
원증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독일 유스호스텔 협회
Tel.: +49 52 31 74 01-0
→ djh.de

화폐: 독일의 법적 통화는 유로(1유로=100
센트)다. 현금은 직불카드나 국제신용카드
를 이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언제나 출
금할 수 있다. 통용되는 국제신용카드는 모
두 사용 가능하다. 독일 가격표엔 각종 세
금이 포함된 최종 가격이 제시되어 있다. 

긴급전화:
Tel.: 110 - 응급구조, 경찰
Tel.: 112 - 화재, 사고

표준시간대: 독일은 중앙유럽 표준시를 
따른다. 3월 말에서 10월 말 사이에는 시
간을 한 시간 앞당겨 조정하는 서머타임
이 적용된다.

전압:
독일은 230볼트를 사용한다.

여 행 정 보

독일 여행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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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관한

모 든 것

대외정책 · 사회 · 학문 · 경제 · 문화

“독일에 관한 모든 것”은 오늘날의 독일
에 관하여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독일의 정치제도,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 경제의 근간, 사회적 담론, 예술 및 
문화계의 신동향 등을 비롯한 다양한 주
제들을 살펴볼 수 있다. 

수치와 데이터, 그래프와 그림을 통해 
시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일목
요연하게 제공하는 이 실용적인 핸드북 
하나면 독일 현대 사회를 깊이 있고 포
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facts-about-german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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