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델과 자본주의의 역사

페르낭 브로델

프랑스 로렌 출생.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하고 1923년 학위를 받은 후 알제리

(1924~1932), 파리의 중등학교(1932~1935), 브라질의 상파울루대학(1935~1937)에서 강의하였

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육군 중위로 독일과 싸우다 포로가 되어 5년 동안 감옥에 있었

는데, 이때 16세기 지중해 지역의 지리 ·역사 ·종교 ·농업 ·기술 ·지적 풍토에 대한 『펠리

프 2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세계』를 구상, 1949년에 출판되었다.

그는 마르크 블로크와 뤼시앙 페브르가 창립한 『아날 Annales』지의 편집위원이 되고

1956년에는 그 편집인이 되었다. 이어 중세에서 산업혁명기까지의 사회경제사를 다룬

『15~18세기 물질문명 ·경제 ·자본주의』(3권, 1979)를 간행하였다. 이 책은 한국에서도 『물

질문명과 자본주의』(6권, 1995)로 번역 간행되었다. 1949년부터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였으

며, 1984년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이 되었다.

브로델의 자본주의 분석

1. 자본주의에 대한 기존의 시각

- 시장은 자본주의를 정의하는 특징처럼 간주되어 왔다.

2. 역사적 관점

- 그러나 시장과 자본주의는 동일한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 이전에도 시장은 존재했으며 아

마도 자본주의 이후에도 시장은 존재할 것이다.

3. 브로델의 자본주의 분석

-> 물질문명(일상생활의 구조), 경제(시장), 자본주의의 3층 구조로 역사를 설명

① 물질문명

- 역사의 가장 하층에 존재

-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ex. 음식, 의복, 주택 등등)

- 오랜시간 동안 지속되고 축적되어 온 것이며 잘 바뀌지 않는다.

- 일상생활은 무의식의 영역과 비슷하다.

- 물질문명(일상생활)은 인간 활동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한계를 규정한다.

② 경제

- 물질문명의 바탕 위에서 형성됨

- 경제생활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생겨남

- 시장은 경제생활이 이루어 지는 곳



- 경제생활은 규칙성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다 -> 시장의 투명성

③ 자본주의

- 역사의 최상층

- 근대의 탄생과 함께 생겨남

- 자본주의 가장 큰 특징은 불투명하다는 것

- 자본주의 핵심은 독점 체제

4. 시장과 자본주의

- 시장은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 지는 곳/자본주의는 거대자본이 지배하는 독점체제

- 따라서 시장과 자본주의는 서로 대립하며,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반시장 체제이다.

- 근대 자본주의는 시장 체제를 교란하며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있다.

5. 자본주의와 일상생활

- 자본주의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6. 자본주의와 세계화

- 자본주의는 탄생 초기부터 이미 세계적인 팽창을 지향했다.

- 자본주의는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과정의 초국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7. 세계-체제

1) 공간이 서서히 변화한다.

2) 중심에 지배적인 도시가 있다.

3) 각 권역이 계서제를 이루고 있다.

8. 유럽 경제 중심지의 이동

- 15세기 베니스 -> 16세기 안트워프 -> 17세기 암스테르담 -> 18C 후반, 19세기 런던

-> 20세기 뉴욕

9. 자본주의와 국가

- 국가의 힘이 너무 약해도, 너무 강해도 자본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세계 체제

1970년대 중반 뉴욕주립대학 교수인 I.월러스타인이 주창하였다. 그는 브로델의 제자이다.

월러스타인은 1974년 『근대세계체제 I』을 발간하여 세계체제론을 체계화시킨 이래 20년

동안 20여 권의 저서와 200여 편의 논문 등을 통해 세계체제론을 발전시켜왔다. 또한 단위

국가 대신 세계체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비대칭적인 상

호관계의 분석이 단위국가 내부의 분석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16세기 유럽에서 기원하여 19세기 이후 지배적인 세계체제로 확산되었

는데, 이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단일한 분업 하에서의 상이한 필수품의 생산에 입각한 불평

등한 교역관계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의 3가지 국가군으로 구성되

어 있다고 보았다. 이 3가지 국가군은, 국가기구의 강도와 노동통제의 방식이 서로 다르다.

강력한 국가기구를 가지고 자유임금·노동에 기초하여 제조품 생산에 주력하는 중심부는, 허

약한 국가기구를 가지고 강제노동에 기초하여 농산물 경작에 주력하는 주변부에 대하여 국

제교역과정에서의 잉여를 수탈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반주변부는 중심부에 의해 수취당하

며 동시에 주변부를 수취하는 제3의 구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러므로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기능면에서 단일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입각하여, 불균등

한 교환관계를 통하여 잉여가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전되는 상호간의 영합 게임으로 간주

된다.

세계체제이론은 현재의 세계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주변부가 반주변부, 나아가서는 중심부

로의 그 지위 승격이 가능한, 제3세계 국가의 국제 계층구조 내의 약간의 이동가능성을 시

사해준다.

여타의 종속이론에서는, 이 세계체제이론적 시각을 한 국가의 발전이나 저발전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로서 수용하지만, 세계체제이론은 세계체제의 수준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 국가의 상황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세계체제의 수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