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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세기 독일사 사전에서 기민련 파트를 쓴 토마스 메르겔(Thomas 

Mergel)은 기민련의 당사를 대단히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다. 기민련이 오

랫동안 ‘수상선거협회’를 벗어나지 못했다가, 1969년 정권을 빼앗기고 

1972년 선거에서 최초로 야당으로 전락하는 등 깊은 위기를 거치면서 ‘정

당’이라는 이름에 값하는 정당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어렵사리 정권을 되찾은 기민련이 헬무트 콜(Helmut Kohl)의 장기 집권

을 거치며 다시금 약화되었다가, 1998년 선거에서 패배하여 야당으로 전락

한 이후 대중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NRF-2008-361-A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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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련이 당원 및 대중과 소통하고 제대로 기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은 집권당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빼앗긴 이후라는 설명인 것이다.1)

다른 기민련 전문가인 프랑크 뵈쉬(Frank Bösch) 역시도 1970년대 이

전 기민련, 즉 여당이던 시절의 기민련은 ‘수상선거협회’나 ‘명사 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제대로 된 당 조직을 갖추지 못했고, 또한 뚜렷한 강령도 갖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본다. 그는 1970년대 이전의 기민련은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정도의 우산을 제공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고 평가하고 있다.2) 

실제로 당권과 대권이 분리되는 경향을 보이던 사민당과 달리, 기민련은 대

부분의 시기 동안 연방 수상 혹은 원내 교섭단체 대표(Franktionsvorsitzende)

가 당대표를 맡아왔다. 이로써 정부, 교섭단체, 그리고 정당이 통일적인 태

도를 취할 수가 있었다는 점이 장점일 수도 있었지만, 정당 조직이 그만큼 

취약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1950년대 내내 기민련 중앙당 조직은 선거 때만 활동한다는 

평가를 받곤 했다. 선거가 없는 국면에서의 활동은 사민당 조직에 현저하

게 뒤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당 조직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연방주의 전통 때문이기도 했다. 중앙집권화된 전국 정당으로의 조직은 단

 1) Thomas Mergel, "CDU", Axel Schildt, ed., Deutsche Geschichte im 20. 

Jahrhundert: Ein Lexikon  (München: C. H. Beck, 2005), p.93.

 2) 그러나 프랑크 뵈쉬는 기민련의 이와 같은 상황은 기민련 내부의 역사를 정밀하게 

관찰할 경우에만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 있다. 그는 기민련의 성공이 노정

되어 있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기민련이 실제로 “지붕” 노릇을 했을 뿐이라면, 그 집 

자체는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유일한 구심점이던 아데나워가 퇴임한 이후에도 

안정적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Frank Bösch, Die 

Adenauer-CDU: Gründung, Aufstieg und Krise einer Erfolgspartei 1945-1969 

(Stuttgart/München: Deutsche Verlags-Anstalt, 2001), p.9. 기민련이 야당이기 이

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 문수현, ｢독일 정치자금 관련 법규들과 기

민련의 재무구조｣ �이화사학연구� 52, 2016, pp.13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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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으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아데나워 역시도 당의 

중앙집권화를 이루지는 못했다. 그가 한 명의 당 사무총장을 두고자 했을 

때 중앙당 조직에 복속될 것을 우려한 지구당들의 반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와 더불어 3대 중요 기구인 최고위원

회 역시도 각 연방주 조직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었던 점은 이러한 상황을 

웅변한다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

던 데다가 정부 여당으로서 효율적인 행정부 운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직의 노하우나 인적 자원들이 당 조직으로 스며들 여유도 없었

다. 그 결과로 1964년까지도 324개의 지구당 조직들 중 66개가 조직이 민

간 가정에 위치해 있었을 정도였다.3)

기민련의 당조직이 본격적으로 정비된 것은 1966년에 대연정이 시작되

면서 사실상 권력 상실에 근접하고, 1967년 정당법이 제정되면서 당의 여

러 규정들을 정당법 조항에 맞추게 되면서부터였다. 기민련이 창당된 지 

16년 후인 이 시기에야 비로소 당 사무총장직이 신설되어서 당 활동을 총

괄하게 되었다. 이렇게 당의 위기와 더불어 시작된 변화의 동력을 극대화

했던 것은 1968 혁명이었다. 1968 혁명의 여파로 당원수가 급격히 증가하

게 되었고, 당의 개혁파이던 콜이 당대표를 맞게 된 1970년대에 들어서면

서 기민련은 조직상으로나 당의 강령 차원에서나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기민련이 1968 혁명을 거치면서 최초로 야당이 된 후 당 

조직 및 강령 개편에 나서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민련 개혁을 주도했던 두 세력인 ‘개혁적인 45년 세대(Progressive 

45er)’와 ‘대안 68 세대(Alternative 68er)’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들의 개혁 

 3) Volker Hetterich, Von Adenauer zu Schröder - Der Kampf um Stimmen 

(Opladen: Leske + Budrich, 2000),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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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기민련 조직과 당 강령 개편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II. 기민련의 개  세력들

기민련의 개혁이 한 두 명의 개혁가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었음은 물

론이다. 기민련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던 두 그룹은 ‘개혁적인 45년 세대’와 

‘대안 68 세대’였다. 1972년부터 76년 사이 기민련 당원 수는 매년 7만 명씩 

증가하였고, 이들 중 다수는 청년들과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었다.4) 

1968 혁명을 거치며 청년 세대들의 정치 의식이 좌우파를 막론하고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대안 68 세대’ 없이 콜과 같은 ‘개혁적

인 45년 세대’만으로는 당 개혁을 이룰 수 없었다. 따라서 기민련의 두 개

혁 집단은 서로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개 인 45년 세 ’

콜을 위시한 당내 개혁세력을 지칭하는 ‘45년 세대’라는 명칭은 그들이 

1945년에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5)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초반에 출생해서 종전 직후에 전쟁의 폐허 가

운데서 유년기를 보낸 세대인 이들에 대해서는 재건 세대, 히틀러 유겐트 

세대, 비판적인 세대, 기만당한 세대 등 다른 표현들도 존재했다. 

 4) Frank Bösch, "Die Krise als Chance: Die Neuformierung der Christdemokraten 

in den siebziger Jahren", Konrad H. Jarausch, ed., Das Ende der Zuversicht?: 

Die siebziger Jahre als Geschicht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8), p.300.

 5) 45년 세대 개념과 관련해서는 Dirk Moses, "Die 45er. Eine Generation zwischen 

Faschismus und Demokratie", Neue Sammlung, 40(2000),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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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그리고 보쿰(Bochum) 대학 초대 총장을 지낸 쿠어트 비덴코프

(Kurt Biedenkopf), 하이너 가이슬러(Heiner Geissler) 등 기민련 ‘45년 세

대들’은 기민련의 정치 강령 및 조직 상의 혁신을 이끌어내었다.6) 콜이 

1973년 당대표직을 맡게 되고, 그가 지원한 비덴코프, 가이슬러 등이 사무

총장을 맡게 되었다. 이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어 수상 직에서 물러나게 

되기는 했으나, 콜은 현재까지도 “기민련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가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7) 최소한 1970년대의 콜이 쿠어트 게오르크 키징어

(Kurt Georg Kiesinger)나 라이너 바르챌(Rainer Barzel) 등 여타 기민련 

정치가들에 비해서 개혁적인 정치가였다는 사실은 논의의 여지가 없을 것

이다. 

이 시기 인적 변화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콜을 위시하여 이 시기 

기민련의 유력 정치가들이 연방의회 의원 출신이 아니라 지역 정치가 출신

이었던 사실이다. 지역 당으로부터 출발하여 당 기층의 조직 경험을 쌓은 

이들이 당의 민주화에 기여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들 당 개혁세력들이 당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기민련이 1969년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창당 이래 최초로 야당으로 전락한 탓이었다. 1969

년 선거 이후 1973년까지 기민련은 분열되어 있었다. 1969년 선거에서 사

민당에 정권을 빼앗겼을망정 절대적인 지지율에서 뒤지지 않았을 뿐만 아

니라, 뒤이은 주정부 선거들에서 기민련이 잇따라 승리하고 있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기민련의 상당수 정치가들은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보다 수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통해서 재집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야당이 된 기민련으로서는 여당에 대해 감시 기능

 6) 콜과 가이슬러 등은 60년대 초부터 기민련의 세대 교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7) Frank Bösch, Macht und Machtverlust: Die Geschichte der CDU (Stuttgart/ 

München: Deutsche Verlags-Anstalt, 2002),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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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야 할지, 여당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야할지 등 많은 쟁점들에 대해 

태도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8) 여당도 야당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9) 

예컨대, 1969년 당시 당대표이던 키징어는 연정 붕괴를 놓고 연정 파트

너를 바꾼 자민당을 공격하고 있었지만, 원내대표이던 바르챌은 사민당을 

주로 공격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르챌과 키징어 모두 1969년에 출범한 사

민-자민 연정이 곧 붕괴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반면, 콜을 위시한 당내 개혁파들은 기민련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야

당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장기적으로 당의 체

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바르챌이 당대표이면서 동시에 원내

대표를 지낸 1971～1973년은 이 두 세력 간의 대결로 점철되어 있었다. 결

국 1972년 불신임 투표를 통해서 빌리 브란트 수상을 몰아내고자 하는 시

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조기 실시된 1972년 선거에서 패배한 후에야 비

로소, 기민련은 야당으로서 본격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1972년 콜이 당대표로 선출되고 비덴코프가 당 사무총장으로 선출됨으

로써, 기민련 중앙당이 이들 주도 하에 그 면모를 일신할 기회를 갖게 되었

다. 바르챌이 원내 교섭단체를 개인적인 권력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는 

 8) 기민련이 선거 패배 이후에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금세 적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제프

리 프리드햄(Geoffrey Pridham)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바

이마르 시기에 이르기까지 독일 정치에서 야당은 국가에 대항하는 집단으로 간주되었

고, 의회 민주주의가 안정화된 전후 서독에서도 야당의 역할에 대한 폄하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Geoffrey Pridham, Christian Democracy in Western Germany: 

The CDU/CSU in Government and Opposition, 1945-1976 (London: Croom 

Helm, 1977), p.188. 

 9) 기실 이 시기 당 외부의 관찰자들은 권력을 잃어버린 기민련이 야당 상태에서는 분열

을 거듭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으나, 야당으로서 기민련은 당내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민련 

지도부에서 많은 혼란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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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받았던 것에 비해, 콜과 비덴코프 등은 당의 중앙 조직을 강화하여 

당 개혁의 근간으로 삼고자 했다. 당대표로 새롭게 선출된 콜은 “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었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는 말로 당과 교섭단체의 관계

를 분명히 하였다.10)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분리하여, 콜이 당대표를, 칼 카

스텐스(Karl Carstens)가 교섭단체대표를 맡은 것도 당의 위상을 강화하

고자 하는 방안의 일환이었다. 당대표와 원내 교섭단체 대표직을 분리하여 

권력을 분산시키고, 기민련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당 개혁에 나서게 됨으로

써, 과거 회기와는 다른 형태의 야당으로서의 면모가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2. ‘ 안 68 세 ’

이들 개혁적인 ‘45년 세대들’은 또한 페터 라둔스키(Peter Radunski)와 

불프 쇤뵘(Wulf Schönbohm) 등 청년 세력들을 적극 지지, 후원하였다. “대

안 68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기민련 개혁을 주도하던 또 하나의 축이 되었

다. 이들은 기민련 학생 조직인 기독교민주주의학생연합(Ring Christlich- 

Demokratischer studenten, RCDS)과 기민련 청년조직인 “청년연합

(Junge Union)” 출신들이었다. 기독교민주주의학생연합(RCDS) 전국 조

직의 대표가 된 쇤봄,11) 라둔스키 등은 1982년 사민-자유당 연정이 해체된 

후 들어선 기민련 정권 하에서 중요한 정치적 세력으로 부상하기도 하였

다. 이들은 좌파 학생운동 세력들과 더불어 68혁명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한 

축이었다. 1968년 이후 기민련의 부흥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 기민련 학생 

조직 출신 활동가들의 덕분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10) Winfried Becker, Hans-Otto Kleinmann, Günter Buchstab, Anselm 

Döring-Manteuffel, and Rudolf Morsey, eds., Lexikon Der Christlichen 

Demokratie in Deutschland (Paderborn: Schöningh Paderborn, 2002), p.81. 

11) “JUNGE UNION. Neuer Typ,” Der Spiegel, 34/1958 (Sep. 3, 1973).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1911424.html (최종접속일: 2017.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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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968 혁명에 대한 연구는 좌파 학생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

어져왔으나, 최근 들어서 보수주의의 입장에서 사회개혁에 참여한 학생 집

단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하다. 1968년 혁명에는 개혁적인 세력들이 적극

적으로 나섰을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학생들의 참여도 두드러졌다는 것이

다.12) 1968 혁명에 대한 반작용, 특히 ‘원외반대파(APO)’의 활동 방식에 

반감을 가진 보수 세력들이 기민련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보수적인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팜플

렛을 만들어 당시 독일 대학의 좌우대립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1968년 독일 대학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갖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선언한 뒤, “낭만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혁명 대신 합리주의자

들에 의해 주도되는 진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13) 이들은 1969

년 보수학생 조합의 총괄 기구로 하이델베르크 학생 조합을 결성했고, 이후 

기독교민주주의 학생연합(Ring Christlich Demokratischer Studenten, 

RCDS)을 조직하게 되었다. 1967년 당시 기독교민주주의학생연합(RCDS)

는 좌파 학생운동 단체로 2,500명의 회원을 자랑하던 사민주의학생연합

(Sozialistisch-demokratischer Studierendenverband, SDS)과 비슷한 규

모인 2,3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14) 

12) 미국의 경우 양분된 68 세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유럽의 68 세대가 양극

화되어 있었던 사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졌다. 독일의 경우 대표

적으로는 Anna von der Goltz, “A Polarized Generation?: Conservative Students 

and West Germany's '1968'", Anna von der Goltz, ed., 'Talkin' 'Bout My 

Generation': Conflicts of Generation Building and Europe's '1968' (Göttingen: 

Wallstein, 2011). 그는 68세대가 좌파 만을 포함하는 단일한 세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3) Von der Goltz, op. cit., p.195.

14) 기독교민주주의학생연합 외에 각 대학에 존재하던 학생연합(Studentenunion)들이 

모여 1968년에는 독일 학생연합(Deutsche Studentenunion, DSU)을 결성하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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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독교민주주의학생연합은 사민주의학생연합(SDS) 등 좌파 학생운

동 세력들을 비판하면서도, 당시 독일의 정치 체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는 점에서는 이들과 공통점을 보이고 있었다. 기독교민주주의학생연합

(RCDS)은 당시의 정치적 혼란상이 네오맑시즘에 경도된 소수 학생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기민련 내 보수주의 세력과는 근본적으로 달랐

다. 기독교민주주의학생연합(RCDS)이 지적하던 당시 독일의 문제는 “이

론적인 민주주의 모델과 현재 실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간의 간극”이었

다.15) 실제로 학생운동의 대표 격이던 베노 오네조르크(Benno Ohnesorg)

가 1967년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자, 베를린 경찰과 이를 비판하지 않은 

기민련을 격렬히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체재 내부

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좌파 학생운동과 차이를 분명히 했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 우파 학생들은 언론이 좌파에 경도된 결과로 대학 

사회 안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기독교민주주의

학생연합 의장이던 쇤봄은 “차이트(Die Zeit)”에 보낸 독자 편지에서 SDS

가 과잉 조명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16) 좌파 미디어의 음모에 대한 

위협감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우파 학생들의 정

체성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20년 만에 야당이 된 후 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당 개혁을 모색하던 

기민련에 개혁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것은 이들 학생들이었다. 1968 혁명에 

르렀다. 이 두 단체는 서로 협력하면서도 별개의 조직으로 남았다. 

15) Von der Goltz, op. cit., p.205.

16) Anna von der Goltz, "Eine Gegen-Generation Von 1968? Politische 

Polarisierung und konservative Mobilisierung an Westdeutschen 

Universitäten", Massimiliano Livi, Daniel Schmidt and Michael Sturm, eds., Die 

1970er Jahre als schwarzes Jahrzehnt: Politisierung und Mobilisierung 

zwischen Christlicher Demokratie und Extremer Rechter (Frankfurt/New 

York: Campus, 2010), p.85.



286  歷史敎育論集 第64輯(2017.8)

참여한 좌파 학생 운동 세력들의 논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들에 대항하

는 논거를 제시하는 책자인 “원외반대파 기구의 테제들(Thesen der APO)”

을 저술한 쇤봄은 그 대표적인 예였다. 이들은 학생운동 세력들의 논거를 

보수여론에 소개하는 선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비판과 개혁 요구를 인정하

고 기민련의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존데

�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기독교민주주의학생연합, 청년연합(Junge Union) 

뿐만 아니라 기민련 전체의 개혁 논의를 이끌어가기도 했다. 실제로 쇤봄

은 1971년부터 1978년 사이 청년 연합(Junge Union)을 이끌었을 뿐만 아

니라 기민련의 기본강령을 정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게 되면, 이들 보수적인 학생 운동 세력들은 기민련의 

대표적인 정치가로 부상하였다. 콜 휘하 수상청 장관을 지낸 호스트 텔쉭

(Horst Teltschick), 서베를린 시장을 지낸 에버하르트 딥겐(Eberhard 

Diepgen), 기민련 사무총장을 지낸 페터 라둔스키(Peter Radunski),17) 콘

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대표로 지명된 쇤봄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1980년대에 본격화된 68 세대 논쟁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비-좌파”로 

지칭하면서, 1968 혁명이 좌파 학생들만의 혁명이라고 묘사하는 것에 맞서

고자 했다. 1968 혁명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정치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68 세대’를 그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1968 혁

명 20주년을 기념하는 1988년의 대규모 집회에서 쇤봄은 좌파 학생 운동

가들이 문화적인 혁명을 일으켰을 뿐 정치적으로는 실패했던 반면, 자신들

은 제도권으로의 진군을 통해서 기민련을 혁신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

다고 자평하기도 했다.18) 

17) 라둔스키는 70년대 기민련 선거 캠페인의 근대화에 기여하다가 언론 담당 부서 책임

자, 당사무총장(Bundesgeschäftsführer)가 되는 등 이후 기민련 내에서 중추적인 역

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18) Anna von der Goltz, "Eine Gegen-Generation Von 1968? Polit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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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민련 조직 개

이들 양대 세력을 두 축으로 기민련은 여러 차원에서 개혁을 경험하게 

되었다. 원래 아데나워 시기 기민련은 소수의 지도부가 비밀리에 협의를 

거쳐 조정하되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합의 모델에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1968 혁명을 거치고 보수층의 결집 현상으로 기민련의 당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됨으로써, 논의와 투표를 통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69년부터 늘어난 새로운 당원들은 당비를 납부하거나 1년에 한

번 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당의 의사 결정 과

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구세대 당원들과 차이가 뚜렷했다. 이 시기 기민

련은 기업가 계층, 혹은 보수적인 가톨릭 세력 등 특정한 사회 집단이 당을 

좌우하던 데서 벗어나 전체 당원들의 의지를 중시하는 정당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시기에 여러모로 조직상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연

방 의회 바로 옆에 기민련 중앙당사가 신축되었던 사실은 이 시기 당 조

직 정비를 상징하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먼저 당 조직의 집중화가 나타

났다. 무엇보다도 당사무처(Bundesgeschäftsstelle)를 지도부로서 강화

했다. 이와 같은 당 조직의 집중화는 상황에 맞는 선거 캠페인을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이었다. 당규(Satzung)

가 개정되어 당의 연방 조직이 감사권 등을 통해 지역 조직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또한 지구당 사무총장(Geschäftsführer)들이 당사무총장

(Generalsekretär)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후보 선출은 

당헌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당원들의 발언권을 높여서 보다 민주적인 

선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당원 가입이 허용되었던 것도 이 시기

Polarisierung und konservative Mobilisierung an Westdeutschen Universitäten",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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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변화였다. 

이러한 기민련 개혁을 체현하고 있던 두 인물은 콜과 비덴코프였다. 키

징어에 뒤이어 단명한 당대표가 된 바르챌이 72년 선거에서 패배하고 사퇴

한 후인 1973년 콜이 새로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콜의 등장은 기민련의 정

치적 세대 교체를 의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민련의 노선 변경을 의미하

는 것이기도 했다. �독일 기독교 민주주의 사전�에서 1969～1982년 시기를 

다룬 한스-오토 클라인만(Hans-Otto Kleinmann)은 야당이던 시기가 기

민련의 “제 2의 창당기”라고 평가한다.19) 그러나 제2의 창당이 실제로 일

어나게 된 시기는 콜이 당대표로 등장하게 된 73년 이후라 보는 편이 보다 

정확할 듯하다. 기민련은 정권 탈환이 난망해 보이게 되자 비로소, 명사당 

및 유권자 정당에서 벗어나 당원 정당, 그리고 정당 조직을 갖춘 정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콜과 더불어 당내 개혁을 체현하고 있던 인물은 비덴코프였다. 정치계에

서 새로운 얼굴이던 보쿰 대학 총장 출신의 비덴코프는 이미 1968년 키징

어 정권 하에서 당의 공동 결정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당시 가장 까다

로운 쟁점 중 하나이던 이 공동결정권에 대한 기민련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바 있었다. 

그는 1973년 3월 “야당으로서의 전략”을 “차이트(Die Zeit)”지에 발표한 

바 있었다.20) 이 글에서 그는 기민련이 대중 정당을 지향해야 하고, 이 대

중 정당은 중도 정당으로서의 언어를 발전시켜야 하며, 원내 교섭 단체 대

표와 당대표직을 분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직접 당 사무총장 직을 맡아 기민련 중앙당 조직의 모습을 

19) Winfreid Becker et al., op. cit., p.78.

20) Kurt H. Biedenkopf, “Eine Strategie für die Opposition” Die Zeit, 12/1973 

(März 16, 1973). http://www.zeit.de/1973/12/eine-strategie-für-die-opposition 

(최종접속일: 2017.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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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놓았다. 중앙당은 장기적인 당의 전략을 짜고 효율적인 선거 캠페

인을 전개하는 기존의 과제에 더해서, 정치 권력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당의 각 조직들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

당해야 한다는 것이 비덴코프의 구상이었다.21) 이 시기 당 사무총장이 관

장하던 부서들이 셋으로 통합되어 행정, 인적 관리를 맡은 1부, 정보, 정치, 

문서 관리를 맡은 2부, 그리고 언론, 홍보를 맡은 3부로 조정되었고, 이에 

더해 당의 장기적인 정치적 과제를 개발하는 기획 부서가 새로 생겨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과제가 당 조직을 개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 내부의 

논의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여러 이해 관계들을 막후에서 

권위를 가지고 조종하는 아데나워 식 정치에서 벗어나서, 상충하는 이해관

계들이 공적인 장에서 서로 충돌하고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그는 “너무나 많은 개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응집력 있

는 토론은 너무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민련의 문제를 진단했다. 그는 

기민련이 “절제있게 토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22) 이

를 위해 비덴코프는 저명한 철학자 허버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 

알렉산더 미쳘리히(Alexander Mitzcherlich) 등을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앙당 행사에 초대함으로써 기업가들의 정당을 벗어나 새롭고 사고하는 정

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노력하기도 했다.23) 

비덴코프는 이 시기 당대표가 된 콜과 공동 작업을 함으로써 기민련의 

체질을 개선하고 있었다. 비덴코프의 개혁 시도는 콜의 비호 하에서만 가

21) Wulf Schönbohm, Die CDU Wird Moderne Volkspartei (Stuttgart: 

Klett-Cotta, 1985), p.268.

22) Pridham, op. cit., p.216.

23) 비덴코프가 당내 개혁 세력이라는 사실이 그가 당내 좌파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그는 경쟁 지향의 경제체제, 임금 협약의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 내 

노조 세력을 지지하던 후임 당사무총장 가이슬러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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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일이었다. 콜이 당대표가 된지 1년 만에 중앙당 당직자 수가 256명으

로 증가하였다.24) 당직자가 전혀 없던 지역도 유급 사무총장을 가질 수 있

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조직 상의 통일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원내 교섭단

체 회의를 통해서 수상 후보로 선출되었던 에어하르트나 키징어와는 달리, 

콜이 1975년 전당대회를 통해서 연방수상 후보로 선출되었던 것은 이러한 

당 조직 개편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처럼 보였다. 

이러한 조직 개편이 가능했던 것은 당의 재정 상태가 나아진 덕택이이

기도 했다. 지출의 절반이, 당직자 및 당 출신 국회의원(Mandatsinhaber)

들이 내는 비용을 포함하여, 공식적인 통로로 마련될 수 있었다. 또한 기민

련 당원의 수가 72년에 423,000명이던 데서 76년 652,000명으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25)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연방 차원의 기민련 전체 수익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15.5%(1968)에서 31%(1978)로 높아졌다. 특정한 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중심의 정당에서 대중 정당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변화의 성격에 대해서는 상이한 해석이 존재한다. 즉, 기민련이 

뒤늦게 당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중앙집권화가 나타났는지, 혹은 중앙

당이 단지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왔

다.26) 중앙당 조직이 면모를 일신하고 원내 교섭단체와의 관계에서 영향력

을 확대하고 있었을지라도, 기민련 중앙당과 지역당의 관계가 전적으로 위

계적인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1983년 경 1250명으로 

24) Bösch, Macht und Machtverlust, p.113. 

25) 기민련 당원수 변동을 알기 위해서는 Winfried Beckeer et al., op. cit., p.708.

26) 요제프 슈미트(Josef Schmid)에 따르면 프리드햄 등 학자 뿐만 아니라 기민련의 핵

심적인 개혁 세력이던 쇤뵘이 당의 중앙집권화 테제에 반대하고 있었다. Josef 

Schmid and Udo Zolleis. "Die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Oskar Niedermayer, ed., Handbuch Parteienforschung (Wiesbaden: Springer- 

Verlag, 2013),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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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당직자들 중 200명이 중앙당, 250명이 주정부, 남은 800명이 군 단

위 하위의 지역 조직 상근자였다는 것은 중앙당과 지역당 조직 간의 관계

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수치라 할 법하다.27) 무엇보다 지역 당 전당

대회에서 지역구 후보 선출을 주로 결정했을 뿐 중앙당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했던 사실은 중앙당과 지역당 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28) 

IV. 기민련 당강령 개

이처럼 야당으로서 절치부심하는 시기를 거치면서 기민련의 당 조직이 

개편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의 강령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세속

화 경향 강화 등 1968혁명을 거치며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기민련 역시도 기독교적인 조직이나 추상적인 기독교적 가치를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정치적 색채를 좀 더 분명히 드러내야할 필요

27) Ibid., p.146에서 인용

28) “RÜCKSPIEGEL. Zitate, Der SPIEGEL berichtete ...,” Der Spiegel, 12/1988 

(März 21, 1988).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13528643.html (최종접속

일: 2017. 08. 17).그리고 중앙집권화에 대한 이와 같은 거부는 강고한 연방주의뿐만 

아니라 나치 체제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기도 하다. 통일적이고 중앙집권

적인 “당기구(Parteimachinerie)”가 나치 전체주의를 연상시키는 전통으로 말미암아 중

앙당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당 기구는 기민련에 현재까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청년

연합(Junge Union), 기민련노동자회(Christliche-Demokratische Arbeitnehmerschaft) 

등 기민련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협회들은 기민련과 연계되어 있을 뿐, 독자적인 조직, 

재무, 의사소통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 주요협회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민련의 당원인 것도 아닌 상태일 정도로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Kathrin Dümig, Matthias Trefs, and Reimut 

Zohlnhöfer. "Die Faktionen der CDU: Bändigung durch Institutionalisierte 

Einbindung", Patrick Köllner, Matthias Basedau and Gero Erdmann, ed., 

Innerparteiliche Machtgruppen (Frankfurt/New York: Campu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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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실했다. 1960년대까지도 부르주아 명사 당에 머물고 있던 기민련은 

가톨릭에만 편중된 상태를 극복하기는 하였으되, 1960년대 독일 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담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근대화

(Modernisierung)”가 이 시기 기민련 내에서 널리 회자되던 단어였다. 

당시 기민련은 사회 정책과 국내 정책에 있어 근대화를 꾀하고, 젊은 여

성과 지식인 그룹 등 전통적으로 기민련을 지지하지 않던 세력들의 지지를 

얻고자, 당의 강령 정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당 조직 뿐만 아니라 정치적 

내용의 측면에서도 근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53년에 있었

던 연방 의회 선거를 전후하여 제정된 최초이자 유일한 기민련 강령이던 

함부르크 강령을 대체할 만하임 선언(Mannheimer Erklärung), 그리고 소

위 ‘루드비히스하펜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최초의 기민련-기본 강령

(Grundsatzprogramm)이 제정될 수 있었다. 원래 기민련은 사민당과 같은 

정도로 정치적인 강령을 마련하는데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본적으

로 권력을 획득하는 활동이 정치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하나의 통일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이미지를 만들어가기에는 너

무나도 다양한 세력들이 한데 모인 정당이었던 점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그리고 사회적 가톨릭주의 등 상반된 세력들이 기민

련을 구성하는 세력들이었던 가운데, 이념적인 차원의 논쟁을 피하는 것은 

당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기도 했을 것이다.29) 

기민련의 강령이던 함부르크 강령(Hamburger Programm)은 “독일: 통

일된 유럽 안에서 사회적 법치 국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유럽 통합, 사회

복지 국가에 대한 지향을 분명히 했다. 함부르크 강령은 1장인 ‘국가 정치

29) 정당사가인 우도 졸레이스(Udo Zolleis)와 요제프 슈미트는 기민련이 사민당이나 자

유민주당과는 달리 상이한 정치 세력들을 아우르는 통합당(Sammlungspartei)으로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Schmid 

and Zolleis, op. cit., p.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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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 요구들’, 2장 ‘피난민 통합’, 3장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4장 ‘국민 

전체를 위한 소유’, 5장 ‘청소년 정책’, 6장 ‘자유로운 민족들의 공동체 안에

서 독일’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개인으로 하여금 “윤리

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가능케 하는” 근간인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것, 

공적인 영역에서 교회의 역할을 중시하겠다는 것, 그리고 국가 권력은 “시

민 자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 등 

기민련의 기본적인 정향을 천명하고 있었다. 그런가하면 각각 피난민 통합

과 유럽 연합 내에서 독일의 역할을 그려내겠다는 2장과 6장은 전쟁 직후

의 현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생산성과 생활수준 향상, 그리고 사회적 

평화의 증진 등 두 가지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3장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 부분에서는 중간 계급이야 말로 사회의 근본적인 요소

이며,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이라면 “자신의 작업장에서 성공적으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할 정도로, 중간 계급 자영업자를 

중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냉전 상황에서 동서독 간의 체제 경쟁이 드리운 그림자가 여러 분

야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노사 간의 갈등 해소 방안으로 공동결

정권을 중시하는 것, 계획 경제 및 집단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이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전 계층을 위한 소유”를 선언하고 있는 

4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법하다. 개인 주택의 건설을 촉진

할 것임을 단호히 선언하고 있는가하면, 작업장 내에서 공동 결정권을 넘

어 공동 소유(Miteigentum)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국영화나 사회주의

적 집단 소유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일 수가 없다는 전제 하에, “작업장

에서의 공동 소유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양자를 넘어서 있는 것”으로 설

정되어 있었다. 공동 결정, 공동 소유, 중간 계급 장려 등 기민련이 중시하

는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냉전 대결 구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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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함부르크 강령은 만하임 선언과 기본 강령에서 어떻게 변화, 혹

은 계승되고 있었을까.31)  

1. 1975년 만하임 선언(Mannheimer Erklärung)

콜로 상징되는 기민련 개혁 세력들 주도하에 1975년 제 23차 전당대회

(Bundesparteitag)에서 만하임 선언이 발표되었다. 서문에서는 먼저 “자

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며, 사회적 시장 경제를 “경

제와 사회 정책을 위한 기초이자 척도로 만드는 것”이 기민련 정치의 목표

라는 사실이 천명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경우, 함부르크 강령과 여러 면에서 연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먼저 함부르크 강령에서 그러했듯이,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기민련 정치의 기본적인 가치는 “공동체에 

책임감을 가지는 개인의 자유, 자기 책임에 근거한 모든 시민의 연대 및 

각 개인의 기회 균등”이었으며,32) 국가가 사회 각 영역에 개입하기 보다는 

“오늘날 국가가 담당하는 많은 과제들이 보다 저렴하고도 효율적으로 민

간 담당자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이 언급되고 있다.33) 사민당/자민당 정

권을 비판한 것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 상에서였다. 즉, 사민당/자민당이 집

권한 1969년 이후부터 국가의 영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공공 부채가 증가

30) CDU, Hamburger Programm (1953) 

http://www.kas.de/upload/ACDP/CDU/Programme_Bundestag/1953_Hamburg

er-Programm.pdf (최종접속일: 2017. 08. 17).

31) 만하임 선언과 기본 강령이 발표되기 이전인 1968년에 베를린 강령도 발표된 바 있기

는 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데스베르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즉 

급진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일 뿐, 1968혁명 이후의 

변화가 기민련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기에 적합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32) CDU, Unsere Politik für Deutschland (Mannheimer Erklärung, 1975), p.101. 

33) Ibid.,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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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성장과 경제적 동력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 사회가 약화되

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회적 시장 경제 역시도 “자유로운 경제 사회 질서의 형태로서 생각 

가능한 것들 가운데 최선의 것”이며,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

이라고 다시금 천명되고 있다.34) 함부르크 강령과는 달리 사회적 시장 경

제의 목표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사회적 시장 경제의 토대

로서 “성과와 사회 정의, 경쟁과 연대, 자기 책임과 사회 보장, 시장과 임금 

협약을 통한 탈정부화, 권력 분할과 국가 감독을 통한 시장 통제, 대안 제

시 및 개인 참여를 통한 자유 확보” 등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중간 계급을 유지하는 것, 중

소기업을 보호하는 것 등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교

육, 건강 보험, 환경, 에너지 분야에도 사회적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이 적

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서비스나 공산품처럼 

시장을 통해서만 제공될 수는 없는” 영역들이면서도, “탈중앙집권화, 성과 

중심, 경쟁” 등을 통해서 제공되어야 하는 영역이기도 했다. 즉 사회적 시

장 경제는 공공서비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도 여겨지고 있었던 셈이다.35) 

또한 함부르크 강령과 마찬가지로 냉전 대립 구도가 여전히 중요한 정

치적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지속되는 동서 간 대

립” 장의 경우, 서구의 외정이 수년 간 긴장 완화를 추구해왔음에도 불구하

고 실제 유럽의 평화를 보장하는 결과를 낳지 못했고, 소비에트의 군사력

이 서유럽에 정치적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웃 유럽 국가들과 “경제적, 문화적, 학문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꼽고 있다.36)  

34) Ibid., p.96. 

35) Ibid., p.110. 

36) Ibid.,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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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의 목표로는 “사회적 시장 경제에 대

한 시민들의 신뢰를 재구축하는 것, 독일 경제의 투자력 및 국민 경제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 등을 꼽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회정책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정책의 경우, “사회 내에서 개인의 지위를 강

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가운데, 공동결정, 재산 증진, 직업 교육 확대, 

“노동자 및 기업가들의 권리를 보다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37) 

‘새로운 사회 문제’가 제시된 것은 이 사회정책의 맥락 가운데에서였다. 

기실, 만하임 선언은 무엇보다도 이 ‘새로운 사회 문제’를 제시했다는 점에

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사회 문제란 기민련의 사무총장

인 비덴코프와 당시 라인란트-팔츠 지역 복지부 장관이었으며 이후 비덴코

프의 뒤를 이어 당 사무총장이 될 가이슬러가 함께 발전시킨 개념이었다.

자본과 노동이라는 갈등 구도에서 생성되는 전통적인 사회문제를 넘어

서, 노조 등으로 조직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언급하

고, 기민련이 이 조직되지 못한 사람들의 대변인임을 선언하였다. 조직되

지 못한 사람들이란 6백만에 달하는 고령자, 비혼모, 노동 불능자, 실업자, 

청년과 다자녀 가정, 외국인 노동자들과 장애인들을 통칭하는 개념이었다. 

만하임 선언에 따르면 당시 연방 정부의 정책이란 “약자에 맞선 강자들의 

연합”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이들 조직화되지 못한 그룹들이 사회

에서 정치적으로도 차별을 받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었다.38) 이즈음 사민

당에 등을 돌린 저명한 사회학자 헬무트 쉘스키(Helmut Schelsky)가 노

조를 두고 공공복리에 대한 위해 세력이며, 노조 간부들이 경향 상 비민주

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던 것도 기민련의 새로운 문제제기에 부합하는 것

37) Ibid., p.91. 

38) Ibid.,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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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보였다. 

이 ‘새로운 사회 문제’는 연대와 상호 부조를 강조하는 가톨릭 사회이론

에도 잘 부합하는 것으로서, 1975년 만하임 선언과 1978년 기본강령을 통

해서 기민련의 핵심 강령으로 자리 잡았다. 가이슬러는 한 인터뷰에서 이 

시기 서독에서 ‘옛 사회문제’, 즉 노동자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새로운 사회 문제’라는 관념이 만들어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39) 이와 같은 당 강령 개정이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비덴코프는 이를 통해서 당이 “부동층 유권자들 상당부분”의 지지를 끌어

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40) 

기민련은 이처럼 ‘새로운 사회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약자를 대변한다는 

새로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지지자 그룹을 발굴해낸 셈

이었다. 또한 사회 정책의 측면에서 사민당에 비해 수세에 몰려있던 상황

을 역전시킬 수 있었다. 당내 좌파들은 친기업적인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잃어버린 유권자를 되찾아올 수 있는 길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국가의 부채를 늘리고 소득 재분배를 꾀한다는 보수적인 기민련 

당원들의 반발도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특히 비덴코프가 새로운 사회

문제를 언급하자마자 에어하르트 전 수상이 격렬히 반발함으로써, 콜이 개

입하여 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아버지’를 다독여야 했다. 또한 기민련 내의 

가톨릭 세력들은 이 강령이 기독교 교회에 대해 충분히 언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기사련의 경우에도 중도좌파로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며 

반발하였다. 이로써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의 총합으로서의 기민련이 새로

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움직이기가 얼마나 난망한 일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었다. 

39) Peter Stützle, Auf den Spuren Der CDU: Parteigeschichte Aus der Sicht von 

Zeitzeugen (München/Landsberg a. L.: Aktuell, 1995), p.167.

40) Pridham, op. cit.,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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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만하임 선언은 선거를 염두에 두고 사회복지 분야에 천착하는 

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반발로 

인하여 실제로 선거구호로 활용되지 못했다. 만하임 선언 대신 1976년 선거 

당시 기민련의 구호는 ‘자유 혹은 사회주의’였던 것이다. 이를 둘러싼 당내 

개혁파와 보수파의 갈등 구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2. 1978년 기본 강령(Grundsatzprogramme)41)

만하임 선언은 선거를 앞두고 기민련의 잠재적인 유권자 층을 대상으로 

발표된 선언이었을 뿐, 당의 당직자들이나 혹은 당원들을 염두에 둔 강령

이 아니었다. 당직자와 당원을 염두에 둔 기본강령이 이후에 필요했던 것

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후일 연방대통령을 지낸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Richard von Weizsäcker)

를 수장으로 하여 1974년 5월에 구성된 이 기본 강령 위원회에는 기민련의 

젊은 정치가들인 비덴코프, 에른스트 알브레히트(Ernst Albrecht), 1968 

세대인 쇤봄, 그리고 유명한 정치 학자인 빌헬름 헤니스(Wilhelm Hennis)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 강령에 대한 논의는 기민련 당 내부를 넘어 공론

화 과정을 거쳤다. 1977년 9월 22일부터 사흘에 걸쳐서 200명이 넘는 학자

와 사회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식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것이다.  

특히 헤니스가 이 기본 강령 제정 과정에 참여한 것은 기민련과 지식인

들 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혁신적인 일이었다. 1965년 선거 당시 사민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부를 지지한 귄터 그라스 등에 대해 수상이던 에어하르

트가 직접 나서서 “완전히 별 볼일 없는 사람(ganz kleine Pinscher)”이라

41) CDU, Grundsatzprogramm der Christlich Demokratischen Union Deutschlands, 

http://www.kas.de/upload/ACDP/CDU/Programme_Beschluesse/1978_Grundsa

tzprogramm_Ludwigshafen.pdf(최종검색일: 201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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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판했던 데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기민련과 지식인들 간의 관계는 

원활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기민련 개혁이 절실해진 1970년대 들어 

바르챌, 콜 등 당의 대표들이 모두 지식인들을 지지자로 끌어들이지 못했

던 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했다. 1971년 사민당을 탈당한 헤

니스를 기민련의 기본강령위원회(Grundsatzkommission)의 성원으로 영

입한데 성공했던 것은 이와 같은 변화의 연장선 상에 있는 일이었다. 이 

위원회는 다양한 사회 조직들, 학자들, 미디어와 교류를 통해서 기민련의 

논의 수준을 한 차원 높게 끌어들일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당대

표이던 헬무트 콜이 1974년 12월 “지식인 그룹에서 우리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었다.42) 

이에 더해, 이 위원회의 활동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점, 그리고 직면

한 선거와 결부시키지 않도록 했다는 점 역시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오

히려 기민련은 의식적으로 1976년 선거 이후에 이 강령이 의결되도록 함으

로써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강령의 의미가 탈색되지 않도록 했다. 1977년 

9월 베를린에서 열린 기본 강령 위원회(Grundsatzprogrammkongress)에

는 500명의 학자들이 참여하였다.43) 

152개 항에 달하는 이 기본강령은 18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기본 강령 40주년을 기념하여 기민련의 아데나워 재단에서 

42) Daniel Schmidt, "Die geistige Führung Verloren". Antworten Der CDU auf die 

Herausforderung "1968"", Franz-Werner Kersting and Jürgen Reulecke, ed., 

Die Zweite Gründung der Bundesrepublik. Generationswechsel und 

Intellektuelle Wortergreifungen 1955-1975 (Stuttgart: Franz Steiner, 2010), 

p.103. 아데나워 시기에도 기민련은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이는 에어하르트 

시기에도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귄터 그라스 등이 슈피겔지를 통해서 수상의 정치를 

비판했을 때, 그가 ‘가장 멍청한 방식으로 킁킁거리는 핀셔“라고 언급함으로써 오랫동

안 인구에 회자되었다.

43) 이후에도 1980년까지 기민련 중앙당은 학자와 정치가가 함께 모여 여러 정치적인 

이슈들을 논하는 회의 자리를 30여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Ibid.,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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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대규모 학술 행사를 기획하고 있을 정도로 기민련 당사에서 중시

되는 선언이었다. 기민련 창당 이후 28년 후에 처음으로 선포된 이 기본강

령은 앞선 함부르크 강령이나 만하임 선언보다 훨씬 체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다. 

계급 투쟁과 종교 전쟁이 끝난 가운데 기민련이 모든 계층과 집단을 구

성하는 모든 인간을 대변하는 대중정당(Volkspartei)이 되었음을 선언하

고 있는 5개항의 서문을 지나고 나면, 1부에서는 6개 항에 걸쳐 인간관을 

천명하고 있다. 천부인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기독교적인 이웃 사랑

에 해당하는 공생, 남녀 평등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인간이 기본적으

로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의견과 이해 관계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를 이데올로기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2부

에서는 “자유와 연대, 그리고 정의”를 기민련이 지향하는 근본 가치로 제

시한 후, 이 기본적인 가치로부터 기민련 정치의 지향과 방향성을 설정하

고 있다. 이 가치 지향의 정치를 통해서, 3부에서는 인간이 가족 안에서, 

교육을 통해 생애의 기회를 실현하는 가운데, 그리고 노동과 여가 시간 및 

주거 환경 가운데서 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전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가족

이 중시되고 있었던 바, 국가와 사회의 근간으로서 개인을 보호하고 세대

에서 세대로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 상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독교의 인간상에 속하는 자유의 이상이 사회적 시장 경제를 위한 정

신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따라서 사회적 시장 경제가 기본적으

로 기독교적인 인간관에서 유래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법치국가이자 사회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4부가 뒤를 

이었고, “국가”라는 제목으로 외정의 목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5부였다. 

분단을 극복하고 유럽을 통합하며,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고, 평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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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본주의적인 국제 질서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이 아름답고 철학적인 문장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기 위

해서는 당대 언론의 평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슈피겔

(Spiegel), 차이트(Die Zeit) 지 등 기본적으로 사민당 정권을 지지하던 언

론들은 기민련 유권자 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강령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다.44) 1970년대 있었던 여러 선거들의 결과로 기민련이 기존 기민련 유

권자 층의 지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려도 집권에 필요한 지지를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민련의 좌측에 서 있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들일 필요

가 절실했다는 것이다. 결국 기민련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기민련 

유권자들로부터의 지지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가 측에 유리한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적으로는 보수주의’라는 기민련의 이미지 앞에

서 위축되는 좌파 정당 지지 세력들을 끌어들여야 하는 난제 앞에 서 있었

던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요구를 이 기본강령이 어느 만큼 수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 강령이 논의되는 방식은 기존의 당내 갈등 구조

와 유사했다. 개혁지향 세력들이 만들어낸 여러 새로운 내용들을 당내 보

수 세력들이 견제하는 구조였던 것이다.

긴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 강령 원안의 사회적인 색채는 현저히 완

화되었다. “노동의 권리"에 대한 언급이 초안에 있었던 반면, 이후 논의과

정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노동의 자유권”으로 대체되었다. “기회 

균등” 역시도 “기회의 정당성”으로 변모했다. 초안에서 독자적으로 한 장

을 이루고 있던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한 언급 역시도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미혼모/미혼부 가족 개념, 파트너 연금도 삭제되었다. 만하임 선

44)  뵈쉬는 차이트, 슈피겔, 슈테른을 사민-자민당 정권을 지지하는 언론으로, Quick, 

FAZ 등을 이에 반대하는 여론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이러한 평가를 수용하

였다. Bösch, “Die Krise als Chance”, p.299. 



302  歷史敎育論集 第64輯(2017.8)

언의 경우 ‘새로운 사회 문제’가 독립적인 한 장으로서 다섯 페이지에 걸쳐 

설명되고 있었고, 기본 강령 초안에도 이 문제는 독립적으로 한 장을 구성

하고 있었으나,45) 기본강령 최종본에서는 독자적인 항목으로서 다뤄지기

보다 뒷전에 밀리게 되었고, 그와 결부된 구체적인 요구 조건들도 약화되

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기민련 내부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었다. “시장과 성

과”를 중시하던 전임 당사무총장 비덴코프는 “즉각적인 실제 정치를 위한 

행위 규범이 아니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었으며, 이와 유사하게 헤센 주 기

민련 대표이던 알프레드 드레거(Alfred Dregger) 역시도 “행동 강령이나 

선거 강령으로서 완전히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46) 그런가하면 기민련의 

파트너 정당이던 기사련 측에서는 기본 강령에서 언급되고 있던 양육 수당 

등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선언했다. 기사련 대표 프란츠 요

제프 슈트라우스는 독일의 사회 국가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부분적으

로는 한계를 넘어서 있다”는 입장이었다.47) 

이와는 달리, “우리 공동체의 생태학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완전 

고용, 환율 안정성, 경제 성장 등과 동등한 비중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

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노동에서의 자유권”은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구였다 할지라도 기업가 중심에서 벗어나고자 

한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했다. 당내 좌파 세력인 “사회위원회

(Sozialausschüsse)”에서는 “보다 부드러운 사회(sanftere Gesellschaft)

로의 길을 향한 위대한 강령”이라고 평가했다.48) 아울러 자녀양육비

45) 이 초안에서 ‘새로운 사회 문제’는 45부터 53까지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Konrad Adenauer Stiftung, Christliche Demokratie in Deutschland Part II, Band 

7. p. 895. 

46) “CDU-PARTEITAG. Große Bilder,” Der Spiegel, 44/1978 (Oct. 10, 1988).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0605749.html (최종접속일: 2017. 08. 17).

4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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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ziehungsgeld), 배우자연금,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등이 언급된 것은 

기민련 노동운동 세력들의 오랜 숙원이 수용된 결과이기도 했다.

기독교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기본강령이 충분히 기독교

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한 켠에 존재했으나,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은 단

어들이 인용된 횟수를 보면 선뜻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명시적으로 기독

교적(2회), 신(1회)이 언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18회), 상호부조(3

회), 자유(12회), 정의(14회) 등 기독교적인 가치가 분명히 강조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49) 이후 어떤 정치적인 국면에서도 기민련이 영국의 보수당

이나 미국의 공화당과 달리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내세울 수 없는 것은 기

본적으로 이 기독교적인 뿌리 때문이었고, 1968혁명과 더불어 세속화 경향

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알려진 1970년대에 제정된 기본 강령에서도 이러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던 셈이다. 

기민련 전문가인 프랑크 뵈쉬는 이 기본 강령을 두고, 기민련이 “안보를 

지향하며,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시장 경제적인 정당”임을 선언하는 가

운데, “사회적인 균형을 위해 노력하되, 가능한 국가가 아닌 개인들의 노력

을 통해서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

다.50) 그런가 하면, 2017년 발표된 글에서 정치학자 프랑크 데케(Frank 

Decker)는 1978년의 기본 강령이 1994년에 개정된 기본강령인 “책임 속의 

자유”보다는 사회적인 색채가 짙었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51) 

48) Ibid.

49) Schmid and Zolleis, op. cit., p.429. 졸레이스 등은 기민련이 가톨릭 중앙당으로부터 

유래한 기독교적인 성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유권자의 압력, 단기적인 정

치적인 상황에 “약간씩 적응(Kleinere Anpassung)”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이루어

져왔을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50) Bösch, “Die Krise als Chance”, p.302. 

51) Frank Decker, “Die Programmatik der CDU”,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7.6 28. http://www.bpb.de/politik/grundfragen/parteien-in-deutschland

/cdu/42064/programmatik (최종접속일: 2017.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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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련의 기본 강령이 자유주의적인 혁신이었는지 개선에 불과했는지, 

혹은 기독교적인 색채가 충분히 강조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얼마나 실제 

정치적인 결과를 낳았는지52) 와는 별개로, 이 기본 강령이 당 조직의 독자

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던 예외적인 시기에 마련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

의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현재의 경우, 원전 탈퇴, 3분된 학교 체제의 개선, 

징병제 폐지 등 여러 중요한 아젠다들이 기민련 집권기에 논의되기는 했지

만 행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기민련 당 조직 내에서 주도권을 쥐

지는 못했다. 이로써 기본강령 제정이 기민련 당사(黨史)에서 가지는 예외

성, 그리고 동시에 그 중요성을 잘 드러난다 할 것이다.53) 

V. 결론

정당이 새롭게 창당하고 문패를 만들거나 혹은 그 문패를 걸고 집권을 

하게 된다는 것과 하나의 민주적인 정당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일 것이다. 1950년 창당된 이래 67년 동안 존재해온 기민련이지

만, 이 정당이 집권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하나의 정당으로 기능한 역사는 그보다 훨씬 짧았다. 기민련이 

하나의 정당으로서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뚜렷한 당의 프로

그램을 갖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는 69년, 보다 정확히는 72년 선거 패배이

후부터 82년, 그리고 다시금 권력을 잃은 98년 이후였다. 집권당이던 시기, 

특히 아데나워 시기(49～63년)와 콜(82～98) 시기는 수상이 당대표를 겸직

52) 콜 자신이 “라이니셰 메르쿠어(Rheinischer Merkur)”와의 인터뷰에서 기본강령이 

“서랍 속에서 사라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Bösch, Macht und Machtverlust, p.42

에서 재인용. 

53) Frank Decker, “Die Programmatik der C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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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당의 공식적인 조직이 약화, 혹은 무화되었던 시기였다. 즉 기민련

이 정권을 내놓고 불안정해지는 시기에야 하나의 정당으로서 기민련이 활

기를 되찾다가, 수상을 중심으로 권력이 강해지는 경우에는 다시금 당의 

공식 조직이 약화되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기민련이 최초로 야당으로 전락한 1969년 이후 당의 체질

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살펴보았다. 68 혁명으로 사

회적인 비판에 직면하고 72년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위기감이 고조된 시

기에 ‘개혁적인 45년 세대’와 ‘대안 68 세대’가 주축이 되어 당을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 대대적으로 당 조직을 개편하고 정당 

운영의 문화를 민주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1953년 제정

되어 최초이자 유일한 기민련 강령이면서도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에 머

무르던 함부르크 강령을 뛰어넘어 75년에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부각시

킨 만하임 선언에 합의하고, 78년에는 기본 강령을 제정하는데 성공하였

다. 물론 이러한 당 개혁을 위한 시도들은 기민련 내 보수 세력들의 관성을 

통해서 제어되기도 하였고, 특히 76년 선거에서 패배한 후에는 당의 개혁

파가 상당한 정도로 세력을 상실하게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개혁을 통해서 기민련이 집권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이고 안정적

인 하나의 조직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콜을 수상으로 하여 기민련이 다시금 정권을 획득한 것은 1982년이었으

나, 70년대 내내 기민련의 상승세는 뚜렷했다. 비록 야당으로 남아있었다

고는 하지만, 70년대 내내 기민련은 다수의 지지를 받은 강력한 야당이었

다. 1972년 선거를 제외하고 기민련은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았다. 76년 선

거의 경우에도 정권 교체에 이르지는 못했을지라도 절대 과반에서 약간 

모자라는 정도로서 기민련 선거사상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으

며, 지역 선거에서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성공은 

1957년부터 1969년 권력을 상실하기까지 기민련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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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던 사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54) 장기적 하락세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 조치들을 통해서 이러한 당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이후 82년부터 

98년까지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셈이었다. 

투고일: 2017.07.14.  심사완료일: 2017.08.11.  게재확정일: 2017.08.18.

54) 기민련의 지지율은 57년 연금개혁안을 배경으로 50.2% 지지를 얻어 정점에 도달한 

이후 61년 45.4%, 65년 47.6%, 69년 46.4%, 72년 44.9%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다. 

기민련 지지율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 Winfreid Becker et al., op. cit., 

p.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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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the “Chancellor election committee” to a Political Party

: The Christian Democratic Party(CDU) as an Opposition Party

Mun, Soo-hyun

While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CDU) was a ruling party, it 

was widely regarded as just “the chancellor election committee” because 

neither did it have proper political programs as a political party nor did 

it have the party structure separate from the government. It was not 

until the CDU lost political power and became an opposition party that it 

deserved the titleof a proper political party. This article 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the CDU from the “commission from the chancellor 

election” into a “proper political party”.

The “45er generation”, whose turning point in life was the end of 

WWII, along with the conservative faction of the 1968 generation became 

the main protagonists in this process. These two groups succeeded in 

proclaiming both the “Mannheimer Programm” in 1975 and the 

Grundsatzprogramm in 1978. Furthermore, they strengthened the party’s 

organization in various way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party.

In the case of the CDU, the seizure of power as a political party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party structure did not occur simultaneously. 

Ironically, the CDU could gain momentum towards the consolidation of a 

political party only after it became anopposition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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