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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資料는 南北韓閒의 人따 • 物的

交流가 j펀性化 되는 경우에 必然

EI인으로 解決되어야할 雙方n헤 通行

· 通쉽 · 通商에 관힌- 諾·般 節 'Ix

미-련에 參考·허가 위하여 1 外관IS 專

|’만家에게 用投위촉힌一 冊究結:果임.

2. 이 쩨:究內容은 冊究者의 첩:見이 l꾀 ，

當院의 公式見解는 아님.



덤 次

·序 文

第 1 훌 兩獨選 政府의 獨透政策 .. " " " " .... " .. .. .. .. .. .. 5

第 l 節 分斷의 過程 ..•....... " " " .. .. .. .. .. .. .. .. 5

第 2 節 西獨基本法 및 東獨憲法에 나타난 統- 및 分斷問題 6

第 3 節 60年代末까지 의 東 · 西獨의 獨透 및 統一政策 8

第 4 節 70年代의 東 • 西獨 關係-東方政策 및 그 후속조치 11

第 5 節 80年代 東 · 西獨의 獨j象政策 .. " 14

第 6 節 東 • 西獨 關係의 새로운 變化와 그 展望 " 15

第 2 章 東 • 西獨間의 人的交流 .. .. 17

第 1 節 序 說 " .. .. .. .. .. .. .. .. .. .. .. .. .. .. .. 17

第 2 節 베활린障뿔 設置以前 , .. " 18

第 3 節 베할린障뿔 設置以後 19

第 4 節 東方政策 以後 21

第 5 節 80年代의 A的交流 26

第 6 節 最파의 狀況展開(結語) 29

第 3 童 東 • 택獨間의 通f言交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第 1 節 歷史的 바탕 30

第 2 節 東 “ 西獨間 通信問題 解決을 위한 協商 31

第 3 節 結 語 35

第 4 章 東 • 맴獨間의 交易 38

-1-



第 1 節 l予 說 38

第 2 웬j 東 . jJ다獨閒 交써}의 歷핏:: (I션 變選 0 ‘ 39

第 3 節 關係法채 찢 jhJnYt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第 4 節 代金決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第 5 創1 따tl쇼支됐 47

第 6 i'i• j 關就 빛 기타 fft1샅 ‘ .,. .. 47

第 7 節 EG 및 GATT의 해!써원J과의 關係 ‘ .••..•...•. 49

第 8 않j 束 · 혜獨|버 交易의 드[기 및 댄類 .. .. .. .. .. .. .. .. .. .. .. .. .. .. 51

第 9 웹j 東 . jJ~i獨 |해 交짖I의 U갖治 • 經濟的 意I!ik · · 54,

註(各 童었IJ ) , ••• , •. .• .. .. •• 56

附鍵 : 東 · 西獨間 通行· 通信 · 通商에 판한 各種 協約 觸譯文 65

-2-



序 文

東 • 西獨間의 交流는 1945년 聯合軍에 의한 獨進의 分劃 [딘領時부터 지

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交流는 東西間의 冷戰이 深化되었을 때도 설사

많은 制限이 있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끊어졌던 적은 결코 없다1)

「內獨間 交流(關係) J라 하는 用語는 60年代 中盤부터 쓰이 기 시 작했다 2)

이는 獨速의 聯合國에 의한 軍事的 分劃古領의 要素가 점차 감소되고， 東

· 西獨이 各各 國家性을 점차 回復함에 따라 i( 古領) 地域間 ( I nterzonen)交

流(關係 ) J란 用語에서 「內獨間 交流」로 고쳐 부르게 되 었다.

이 用語는 지금 現在는 西獨地域에서만 불려지고， 東獨에서는 兩獨進을

완전 別個의 I행家로 보는 입장에 따라 「독일 연방공화국(“BRD")과의 교

류」 둥으로 부른다. 이 이외에 「獨獨關係 (Deutsch -deutsche beziehungen) J

혹은 「독일내 두 국가간의 관계 (Die Beziehungen zwischen den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J란 용어가 쓰이고 있다.

이들 용어는 양 獨週 國家間의 法律關係가 강조되고 았다. 이 글에서는

東 · 西獨間의 交流를 「內獨間의 交流(關係) J라는 用語로 설명하겠다. 왜냐하

면 이 글의 첫째 초점이 양 獨適國家間의 物的 .J\.的交流에 있고， 둘째로

「두개의 獨適國家는 相互間에 “國際關係(外國關係)가 아니다"J라는 西獨政府

및 西獨 聯좋~憲法載훼所 判決3)이 法的으로나 實務的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

기 때문이다.

內獨間의 交流4)란 넓은 의미에서 東 · 西獨間(베를린 포함)의 모든 交流를

總稱한다. 즉， 이들 양 地域間의 A的交流( 여 행 · 방문， 통신등)， 政黨 · 社會

團體 • 敎會 · 勞動組合등의 相互交流 및 關係， 商品交易， 文化的 · 學問的 · 체육

적 交流， 청소년 相互닮問， 交通 · 通信關係， 뼈妹市 結緣， 政府 {J\. 元의 各

種 交流등이 이에 속한다. 좁은 意味의 內獨間 交流란 양 政府間의 各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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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ofid關係) 단 만헨디. 어떤 의\1]에서븐 OderNeiβe깅 以東 地域，，) l~: 住 쩨

떼A oj 나 댐댐|램 등 Jlj 띄 5f.싸L는 이 01] 민힌꾀지 않는디(j)

第 1 딸에 서는 獨i쩔分뼈IT의 i웹f묻 고} :L i't: EI인 ↑'if:格 빛 이에 엄하는 영: 獨遊

政H한의 패;的 主파， 政싸l EI인 썽力 능풍 II;~:代)11겠요로 說明하고， 第2첼부터 第4

l줍끼 지 애 서 는 잉: 地城I터1 의 i없 1'1- • )iu1Ft . ;따商關係(交流)의 변천 과정을 當|lf

익 주맨 ’l팎짧L외- 兩獨~jfj(}r~:의 itE깨 l꾀뺀， ax d; EI~ "iL:揚등과 관편하여 검토히

고자 한다. 그리고， I에 錄에서 는 來 · 西獨閒애 협의되어 施行되고 있는 通

行，)ill信， A따혐1에 관한 각종 써約꽉익 l렌 역문울 yJ，t 1쩌 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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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兩獨進 政府의 獨進政策

第 1 節 分斷의 過程

獨適軍이 聯合軍에 無條件 降~할 당시 ( 1945년 7월 18일 )를 前後하여 獨

速의 統治權問題는 日本의 경우와 달리 매우 복잡하다. 日本의 경우， 日本

의 國家象徵인 日本天皇의 계속적 存續이 降代條件이었고， 따라서 戰텀 國

家의 계속성이 法的으로 전혀 問題가 되지않는다 7 ) 이에비해 獨j줄에서는，

獨適의 政府首班이며 軍最高統帥權者인 Hitler가 1945년 4월 30일 遺즘狀을

남기고 自殺하였다 8)

이 Hitler 의 遺言狀에 따라 5 月 2 日 Do"nitz 政權이 出빠하지만， 즉시

同 政權의 合품性 問題가 야기된다. 이 Dδnitz 政權과 關係없이 獨進軍

首腦部는 政治하] 要素가 一部 포함된 軍事的 降代(無條件 降17( 9)을 하였

다. 그리 고 Donitz는 5 月 20 日 英國軍에 依해 i활補됨으로써 그에 의해 구

성되었던 政府는 自動的으로 解體되었다 10 ) 이로써 5 月 20 日 以後 獨適 領

士內에 合法的이든 不法的이든 獨進國家를 代表할 政府는 없고， 다만 聯合

軍에 의한 “戰時려領狀態”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狀態下에서 聯合軍은 6

월 5일 속칭 「 베를린宣言」으로 獨速地域에서의 「最高行政權(“Supreme auth

oritY")J의 引受를 宣言한다 11 ) 본 宣言의 內容이 「헤이그 戰爭法」의 戰時

古領에 關한 規定들의 許容限界를 벗어나게 되는 바， 이의 法的 根據로서

獨適軍 首腦部의 [無條件降代」을 들 것인지， 事實上의 行政權이 空白 상태

에 있는 獨速 領土內에서 行政權의 行使宣言으로 볼 것인지에 論難12 ) 이

있으며， 또한 --時的 行政權의 空白과 그후 聯合軍의 最高 行政權의 引受

를 理由로 獨遊帝國의 消滅을 主張하는 學者1경) 도 있으나 獨進帝國이 消

滅되지 않고 繼續된다는 說이 通說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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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룹린단言으토 獨遊의 最휩行j政權을 년 I '풋한 聊合軍은 聯싼國間의 戰U관it

J텅 1 4 ) 애 따라， 1945년 8월 30일 포고 1호를 발포하고 베를린에 「聊合軍 統

HjlJ委됩會 (Alliierter Kontrollrat) J룹 ↑댐成하였다15 ) 이후 7월 26일부터 8월

2띤 까지 聯合國 ]흉」二(美 • 英 · 蘇)둡은 베룹런 끈 5iL Potsdam 에서 會令을

갖고， 獨速軍의 無條件 降{::k:에 띠-판 !~.體‘t꺼 降代條件， 즉， 古旅政짧(政治 

社會 • 經濟改j헌 ) , 戰爭l혐↑월， 戰後 유ttl 의 國t월線間題둥을 |값議하였다.

이 暫談에서 이 1'1 聯合國問이1 갈등이 ’짧出퍼기 시직했지만， 특히 獨遊을

「하나의 經i齊單↑v:J로 取해할 것 등-에 ~1fJ示的으로 合意하였다. (미 B. 14

“Wahrend der Besatzungszeit ist Deutschland als eine wirtschaftliche

Einheit betrachten. ’. ) Hi ) ~Li김 애도 볼구하고 .-:.1- 후 진전된 東Wi 冷戰고l 聯

合國閒의 利害의 대립으료 IIi얘合盧 統!li1J委貝會는 諸機能을 수행할 수 없었다

(모든 決定은 萬場-→致‘채 IJ : 포고 Nr. 1 제2초) , 결놔 1948년 3월 20일 소

떤代表의 l피 委됩會로부터 微收뜯 )11 기보 |퍼 統!li1J委첩暫는 그 機能을 완전

히 정지허게 꾀었디17l 이이 1948년 6월애 잉; 地;域에 각각의 貨縣csc ·~함으로

「統-→된 經j齊 單位」로의 ~ii. :Jlk은 不可能히거} 되었:iI ， Hl49댄 어} 두개의 獨週i앉

府가 수립되었다 18 )

第 2 節 西獨基本法 및 東獨憲法에 나타난 統- 및 分斷問題

우선 西方 聯合國 r!l 째地域에서 「’獨웹 j進짧 H聯뻐*폐”共*和n미I빼뼈」을을- 수립

4값i~*‘i: 이 펀 I웰l家法 (魔法) 、닫 젤훤히는 :l웰젠에서 새로 구성될 II것싸:익 法的 •

↑格씹에 關힌한→ 음誠命議가 활발했었다. 19) l멘獨 꽉本法‘애 나타난 이와 관련된 內짝

은 다음-파 갇녀 20)

1. 獨速(흑은 獨짧帝國)이라는 빼家는 2치-大戰 以後 消滅하지 않고 계속

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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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댄獨基本法의 제정은 過i度期的 臨H총 f씁 쥔 이 다 / 차- 기--- ,1; 前文 및

第 146초)

3. 同 基本法은 獨速國家 및 獨速民族의 國民的 統-體를 보호 츄71 해 야

한다(前文) . 따라서 새로 구성되는 西獨政府의 統治權을 西方 聯合國 퍼領

地域에 국한 (전문 및 제23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國民은 全獨適A (즉，

전체 독일국가의 國民 : 第116條)으로 규정하였다.

4. 모든 國家機關은 統←→을 위하여 努力할 義務가 있다(基本法 前文 및

第146條의 有權解釋 : BVetGE 36. 1(19))

한편 東獨政府도 스스로 臨時政府라 칭하고 1949년 10월 구성되었다. 同

憲法은 「바이 마르」 憲法을 모텔로 하였다 22 )

이를 Ulbricht는 “1848년에 시작된 市民 民主主義 옳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共塵主義로 가기위한 中間段階” 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 西方地域을 흡수하려는 의도이었다 23)

아울든 東獨뚫法에 나타난 헌법 기초위원들의 獨適의 法的狀態를 보는 견

해는 西獨과 비슷했었다.

즉， CD獨適(全體 혹은 獨速帝國)의 계속성의 認定과 @獨遭國民(民族)의

單-性등이 憲핸 第11條 第1 ， 2, 3項 및 第118條등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양 獨適政府 樹立의 基魔가되는 憲法(西獨은 基本法이라 命名)에 나

타난 分斷 및 統一에 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獨進이라는 國家(特히 國際法的 主體)는 1867 /71 년 이후 계속된다.

2. 따라서 獨進의 分斷은 合法的인 것이 아니며(不法的인것) , 完成된 것

도 아니고， 政治 · 經濟 · 社會的인 것으로서 다만 進行中인 것이다.

3. 特히 獨遊A의 國民的 統合體(一個 國家의 構成員)는 계속되고 있으며

유지·보호되어야 한다.

東獨↑則은 以後 1967년 과 1974년 憲法改正을 통하여 위와같은 立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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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띄히였으나， 1m쩨께의 }l:.:!ii않은 지‘갑까지 변함없다.

第 3 節 60年代末까지의 東 - 西獨의 獨速 및 統-政策

Konrad Adenauer가 1949년 9원 20일 初代 ill'i獨 首재으로 취 임 한 딩-시

獨進은 이직 l佛合짧의 다i뽑 I-S 쩌 11한 JW]이 였 기 때분에 뼈獨政샌a: 타體늪 아무런

2끼 )
統--政策이 없었다--， ~L의 취잉h없說에서는 오로지 “獨週內에서 聯잠國問으|

쌓泌|않，;1;에 의해 獨遊의 分뼈f도 ~11 가 펠 것이다”라고만 발했다. 二l가 취임한

지 約 1 if.後 햄; ffi회에서 챔tI행劇I짧L이 執發히지 ;東西緊張은 最: 1댄씨’if]애 달했다.잃)

따라서 [l!iiJj'國家렐은 소넨의 때유핍 武}]{.찾 III~에 디1 비 헬- 必要흘 느끼게 하였

디~하히 띠獨j政}해:는 더身의 늬다란 t따 :J;JMI얀 政M' EI낀 멜住l에 의하에 더 큰

戰爭J!£播을 느끼 게 되 았디 이에 Adenauer 政l닦는 댄方國|家뜰과 유-대룹 강

화하0:1. CD 소떤 · 束獨을 비풋한 共!흙主義l패家탈의 f공Ulfr에 대 헝 히 고， @r피‘歐;

;c~ 111 EI=J J치초순.義닫 U디獨l쳐에 확고히 뿌바내리가l 하여 :.!t gg솟-義 J낸싼!의 침뚜

~날 냉-지히- fJ:l， @ 이할 봉해 ill며 }J J剛잠l때 의 {감賴룹 회꽉히-여 초權올- 회복하

펴 하았다 26)이는 결국 1952/55년 P꾀 Jj' ~ijr. i↑때들파 소위 「獨j짧條폐 (Deutsch

landsvertrag-) 」27) 의 縮~!j， [l꾀유훼 經i~꾀f ~t1I괴體 (WEU ) 빛 NATO의 加入 등으

로 달성되었다.갱)

한편， 이 때 ( 50 년 代初) 西獨에서는 獨速間題외 關聊하여 소우1 r' ，꾀 ~論

(Ident it김ts -theo rie ) J 이 I츄1 發 도1 았다. 이에 의하면 따l獨 ([행家) 은 獨遊帝 I빼 으1

繼承협기 아니고 獨遊帝|때 그 티體이다. 즉， 獨海帝l뼈은 ¥W滅되 지 않았고，

東獨은 심:: J:;'( 1'3 E13;'힘Ui!;l 애 의 해 械rfiX;되 지 않았으므로 法的으로는 |행l家가 아니

고， 獨通(獨j옐팎國=獨遊 l佛*r‘共:f[] I행() 의 ---샘 rs分이 다. 디-만 獨進聯j:B共::f!Jf때(멘獨)

의 統 j「t權이 채 ,-- [1'0 으로 제 한받고 있을 뿐이 다‘ 30 ) 따라서 獨j월|패家 및 獨

i엘國L치 의 「單獨↑\;;i양權」쉰- 主9長하|까| 뭔디 :n ) 이 어서 Adenauer는 1955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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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방문하고 소련과 外交關係를 수립 한(“어쩔수 없는 A間愛的 · 政治的

理由때문에") 이후， 第3國의 誤解(모스크바에 東 · 西獨大使館이 나란히 있음

은 2個의 獨i짧國家로 보일 여지가 있음)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속칭 「할슈

33)
타인독트린」을 딴표한다. 이의 內容은 「동독과 外交關係릎 수립하는 行篇

는 「非練士的 行薦 (“Unfreundlichen Akt ") J로， 그러한 國家와는 外交關係

를 단절하겠다」는 것이다 34) 1957년에는 실제로 이 原則에 따라 유고슬라비

아와의 外交關係를 단절하였다 35)

統一政策에 있어서 西獨政府는 西方國家들과 협조하여 「國際藍規하의 東 ·

西獨 自由 · 民主總選瓚」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西獨政府의 獨進問題(對東獨 및 統一問題)에 대한 法的 見解 및

政治路線은 60年代末까지 근본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았다 36)

한편 西獨政!쩌·와 비슷한 法的 見解를 갖고 출범했던 東獨政府는 50年代

前半期에는 西獨과 正統性 觀爭을 하면서 東歐 社會主義 國家들간에 구성된

經濟共同體 (COMECON)와 軍事同盟體 바르샤바조약기구에 가입(각각 1950년 9

37)
월과 1955년 5펄 ) 한다. 그러나 1951 년부터 특히 法費界쪽에서부터 f2개 國家

論(Zweistaaten-TheorieJ이 등장한다.잃)이의 內容은

@獨進帝國은 “事實上의 國家組織破壞”로 1945년에 소멸되었다

@東獨의 國家的 主體는 獨適帝國과 일치하지 않는다

@東獨은 獨避帝國의 部分繼承者도 아니다.

처음에 東獨익 法學者 · 政治家들은 「獨速問題는 國內法的인 것이지 國際法

的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1955년 중반 소련이 이 f2개 國家論」

을 지지하자 거리낌없이 國際法的으로도 이 學說을 주장하였다 39) 이 學說

은 1956년부터 부분적으로 변경되었다. 즉， 당초에는 “東獨은 獨速帝國의

部分的 繼承者가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양 獨適國家는 獨速帝國의 繼承者”

라는 입장으로 변경되었다 40) (물론 여기서 東獨은 「유일한 合法國家」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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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 41)

이 學說은 제3의 國家탈푼jF-터 *獨의 國|뺑法的 承語을 획득하고， 西方↑배

의 「東 · 西獨 턴 住l總選짧에 의 한 紙-_. J 方案에 대 항히-여 「東 · 때獨의 國|際

法t애 國家聊合 (Konfoderation)에 의 한 統 ·方案」을 주장하는 팽論的 끈거

가 되었다 42)

그러나 이 學說에 기초한 필的 · 政治的 立;陽은 당시의 *獨憲法- j및 國籍

法에 위비l 된 다. 즉， 東獨憲法· 第1條 第4 )j( 애서는 「統--된 獨j짧國籍 빛

國籍法」이 제속 유효하였다 43) 이는 1967년 새또운 j패籍·法의 제정과 1968년

및 1974년 의 憲法改正으로 정정되었지만 ;;tl]속 論理的 ;r'!좁을 인-고 있다.

(例 : 동독주민은 1949년부터 1967년까지 無國籍者?)

60년대 딴까지 東獨의 최대 의 外交 틴 괜는 Ii괴獨을 비롯한 第3의 國家들로부

더 국가료서 承흠，씬을 1꾀 는 분제 이 었다. 1956년부터 풍장했던 「國家 )fM\合 (Kon

fδdration) 에 의 한 統一方案」도 統← →·재-다는 國!家的 承짧을 맨-는데 그 목적

이 있았다 44 )

P미獨 j않웬t' 의 철저한 束獨 無꽤政策으로 언하여 이 시기 (60 1건 대 판까지 ) 에

東 · 댄獨閒애 채칠띈 조약은 거의 없으나， 1951년 9월 20일 a펴獨政i{f의 위

임판 받은 {룹託機關과 東獨의 j벼센헤 15 [5간에 양 地域rJj i밟商에 관한 |찌定(속

칭 lll] 플 린 협 정 ) 이 있었다. 그 밖에 서독 훤도청 (Bundabahn ) 파 동판 철도

창간에 경제선llL근의 地下資r!Jji (Kali)週送에 관한 협익:이 있었다 45)

또한 서베츰런 주민의 봉베룹런 誌|채애 관한 「通行證 IWi~ (Passierschein

abkommen)J이 1963년에 때베룹딘市 政}짜·외- 東獨l않}付긴-애 체결퍼었다.(第3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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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70年代으| 東 · 西獨 關係 東方政策 및 그 후속훈치.

소련의 핵무기 보유와， 1961년 베를린 障뿔 설치후 유럽에서 彈大國틀은

「現狀 固홈化」 方向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獨進의 統一 展望도 어렵게 되

었다 46 ) 이러한 分斷의 固著化 現狀에 대응하기 위하여 60년대초에 많은

統-方案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중 특히 뒤에서 설명하는 「東方政策」과 관

련하여 주목되는 것으로서 「自由民主黨 (F. D. P.) J 의 정강정책을 들 수

있다 47 ) 즉， 1969년 6월 25일 黨大會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두개의 獨

適國家의 存在달 인정하고， 東獨과 條約關係의 설정」을 決議하였다.

이는 이미 1962년부터 自由民主黨의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黨政策으로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하였다48) 한편 「社會民主黨( SPD ) J쪽에 서도 「自由民主

黨」과 비슷한 意見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Egon Bahr(당시 Williy

Brandt 베를린市長 밑에서 Presse-und Informationsamt 문공부장관과 같음

-의 長이었고 후에 Brandt 首相 밑에서 東方政策 추진의 實務責任者가

됨)는 1963년 한 연설에서 「接近(交流)을 통한 變更(“Wandel durch An •

n젊Hung") J을 주장하였다. 그는 「東獨에서의 共塵主義 政權은 이를 밀어낼

수는 없고 오보지 變化시킬 수 밖에 없다. 가능한 한 많은 交易을 통해

東獨住民의 生活을 安定시키고， 東獨政權을 安定시켜야만 긴장이 완화되고，

東 · 西獨間의 j竟界線 (分斷線 ) 이 낮아진다」고 생각했다 49) Brandt 자신도 베

를린市長 時節( 60年代初 ) rA的 交流의 확대를 통해서만 民族의 國民的 統

一性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결코 統一의 代用品이 될 수 없지만 分

斷의 고통을 경 감시 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50) 이 러 한 변화는 Brandt가

副首相겸 外務相이 되면서 (1966년말， 당시까지 집권당이었던 기독민주당과

제일 야당이던 社會民主黨이 연합하여 行政府를 구성함)서서히 변화를 보

이 기 시 작한다. 즉， 1967년초 루마니아와， 1968년초 유고슬라비아와 外交關係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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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띤함으로써 「할슈타인頂HiLI을 포기히였다 51)

또한 1967년 5원 內|짧會講애샤 “束獨↑HU 뿔{감에 答하기로” 결정하고，J，ft獨

애 여행문제 · 交찢1代金 決濟렌저1 • 씬〈濟|까)] . 商品交易 및 運送 ·x化交流등에

관해 |꺼商할것윤 제의하였다 52) 그마나 이라젠 |찌商 제의는 東獨111U의 「東獨

의 國|際法-的 承댐」 要求‘에 부텃쳐 싣효칠 가두지 붓하였다. 1969년 社함鐵

이 단 l~徵Jl] 연힘(섣짐적 l없權交替) 함으보써 새로운 場으로 접이틀게 된다.

오랜 기간동안 政界 · 쉽論界 등에서 거론되어온 東方政策은， Brandt政權의

뜰l쉽 후 1970년 -72년 사이애 소련， 폴란뜨， 동독， 체코 등과 속칭 「東方

條約}틸-윤 체결힘으로써 전심을 맺게펀다. 이플 東方條約을 체절하기에 앞서

R피獨政l쩌 는 소련피 웬련의 의낀 Ii!..환후， 소위 IBahr - Papier J를 1970년 成

案하였고， 이는 그후 체결된 ;東Jj條的달에53 )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의

內깝54)은 @유폐에서의 平 jfD와 안정，@무녁사용 담지，@現휴: 國境綠의

尊重，0)기존의 각종- 條約 不倚害，@표1 든 束)J條約탈의 單.-化，@東獨과

재 互平뿜 · 獨 ψ 內政不T‘涉등의 1뭘 fl lj 에 띠-라 條約統結， (j) 束 . g펴獨의 UN

폐 n한 JJU 入 ， @:tEl互 經濟 · 짧!버 • 技1l1'T •文化交流 등이디→. 1970년 8월 소련괴，

12월에 폴란드외- 條원을 絲結한 R펴獨政)(，f는 녀-판 한핀 ;東獨괴-도 활발히 !꺼

i쐐을 J!fi行하였다. 또한 l剛삼國뜸 (1-1] • 윌 - 영 • 소)은 베플린문제에 대하여， 특

히 서복 - 서베틀렌간 i밟行r~덩 뭘펴 빚 R미 t~l 뜰런 ttf(의 東獨굶閒 問}휩에 대해

흥} 1간 히 5‘命讓하였다. 이과정에서 정직펀 자세칠 취하였던 東獨의 黨書;記 f충

Ulbricht는 失 l체1 (l971댄 5월 ) 55) 되 고， 그 후임으로 Eirch Honecker가 執

械히게 되었다-56) Honecker 登場以後 東j해파9·1 1쩌햄j온 삼진전하여， 71년 9

월 3일 聯合l쐐법j 이1 I 베 룹렌 j벼行 |찌定J ， 72년 5월 26일 東 • 멘獨閒 交;通|찌

定， 72년 12월 21 일 東 . rl디 獨rm ilik 7j\:條約 ， 73년 12월 11 일 체코와 속칭

Prager 條約을 λ11 결하게 펀다.

일련의 1찌댐뼈間에 짝i獨내 에 서도 심각한 法·的 · 政治的 麻爭이 있었고， 겔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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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條約에 「獨進統一에 관한 書信i7) 을 추가로 삽입하게 되었다58 ) (이

書信은 2년후 東 · 西獨基本條約에도 부속문서로 삽입되었다) . 또한 1973년 5

월 28일 Bayer 州政府의 提訴에 따라 東 · 西獨基本條約은 憲法我判所의 有

權解繹을 받게되었다 59)

西獨 聯웹憲法載判所의 判決을 中心으로 東·西獨基本條約과 관련하여 獨

適의 法的問題 빛 東 · 西獨間의 法的 關係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든 東方條約들은 暫定協定이다. (Modus vivendi)

- 同 條約탈은 과거 獨速問題와 관련하여 체결되었던 쌍무적 혹은 多

者間條約의 規定을 변경시킬 수 없다.

- 西獨政府는 계속해서 統-을 위한 政治的 努力을 할 權利 및 義務

를 갖는다. (유럽의 平和속에서 獨速民族이 民族自決權에 따라 統一

을 주장할 수 있게 함)

- 東獨을 「事實上의 國家」로 인정하고， 일반 국제관계의 원칙(상호 평

등， 내정불간섭， 국경존중， 협력등)에 따라 協力關係를 設定하지만，

東獨과의 관계는 國際關係(外國과의 관계)는 아니고 特珠關係이다.

(英 연합국들간의 Inter - se - Beziehung과 유사)

따라서 東方條約들로 인해 西獨政府의 法的立場이 변한것은， 오로지 東獨

을 不法的 政治集團에서 事實上의 國家로 인정한것 뿐이다. 중요한 의미는

특히 東 · 西獨基本條約 第7條에 규정된 “양국관계의 正-常化 (Normal isierung ) "

를 위해 그동안 제한되었던 經濟 • 科學技術등의 相互協力을 약속한 것이다.

이 約束은 그후 계속된 協商을 통해 兩獨間(서베를린시 정부 포함)에 120

여개 이상의 條約， 協約 · 協定등을 체결하게 되었다 60) 이중 30여 개는 基本

條約練結 이전에 체결 되었다. 여기에는 交通條約 및 交通問題와 관계된

約定들， 東獨f主民의 西獨旅行時 흉病發生에 대한 치료문제에 관한 約定， 貨

物車輔의 事故로 인한 손해의 상호상쇄에 관한 약정등이 있다 GIl 기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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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짐후애도 약 90여 개 의 條約、듬-이 체결된 비， 이증에 離散家族따結合， 긴박

한 家處事의 경우 여행절차 간펀화， 정계산부근 주민의 상대지역 여행절치

깐펀화， 비상엽적 꿀품의 교환절차 간편회， 言論A 相互交換， 常住代表部

(Wien 혐약에 따른 外交검’으1 業務에 준하는 임을 담당) , 保建衛生問題，

文化交換， 환경 ]i[호， J벼 ↑펀i ， 관팡이행문제， 청소년교환， 스포츠교류問題에 판한

條양'J • 約定뜰이 있다 62 )

그러나 이 ι1 든 진척이 순탄하기반 했었턴것은 아니다. 東獨政}쩌:로서는

西獨을 비롯하여 第3의 國家월또lyL E'] 國家로 認gE받고， 外交關係 및 經濟1찌

力關係틀 갖게된더l 빈-하여 R펴 方itt界보 부터 펜려드는 自由化울결을 간수해

야 했고， 東獨地城을 떠나 때獨地城으로 이주하려는 住民들 때분에 고맨해

이:했다 63) 이에따라 思想論爭을 강화하Jl， I!Li獨A J4으1 접촉을 담지하는 각종

法챈 빛 運動b윤 전개하였다(i4) 1974년애는 憲품을 改iE하여 “統←"이나 “獨

速A O~族 ) " 이 라는 f덤 늠판달 완선히 삭제하고， 二I자리 에 단순히 “하族 휴은

勞動者 · 農~n이 라는 단이달 섬입히였다 65 )

第 5 節 80年代 東 · 西獨의 獨遺政策

1982년 10월 t틴獨애 샤는 社會鐵 띄 R;黨 l佛j政에 서 기독 iiLf안초黨 • 自 J1J民主

黨. 聊政으로 U잣↑짧交替기- 이루야졌다. 새로 합相이된 Helmut Kohl은 獨進

問짧와 관텐하여 “獨遊政策의 *밟續' Itl : "융 주징하였다 66) 츄， 이미 합의된 越

4:쩌( n lJ 애 띠버 交沈으} 휩:.:J!j 質윤 획대해 가는 것이다. 다만， I주고 받는

판제」릎 강조하고 있다. 즉， Aft인 交流 빛 I한主化 의 획대에 띠라 經濟的

Si::t앓도 확대히겠다는 것이디 67 ) 한편， 獨i짧의 間題[分뼈T:I는 유템의 R뀐題i [유

럽으l 分빠]와 맥을 같이하므로， 유t뎌문제의 해겸을 통해 獨;짧의 分뼈if도 해

검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10해을 포함한 안東歐:[해의 l:i;;:±.化 빚 EG(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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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程i齊共同體)의 東유럽까지의 확장(또는 KSZE- Schlupfolgerung에 따른 유

럽동합)에 노력을 경주한다 68) 이 기간동안에 대표적인 協約으로 文化協휠

(86년 5월 6 일 ) 69) 의 체결음 틀 수 있다. 또한 1986년 이후 東 · 西獨외

市들간에 #市妹結緣이 활발히 친행되고 있다. 이는 이미 1970년에 여러 서

독지역市들이 희망하였으나 東獨剛의 반대i능 성사되지 않았다. 1986년 2개 의

市빼妹結緣을 흉i獨얘0 이 試驗삼아 許可한후 89년 9월말까지 50여 개의 結緣이

이루어져 있다‘70 )

第 6 節 東 · 西潤 關係의 새로분 變化와 그 展望

東 · 西獨關係한 1989년 여름， 특히 1989년 11월 9일 이후 새로운 국변에

접어들고 있다. 1989년 11월 9일 東獨의 內聞會議는 “外國旅行을 私的언

텀的 o 로 희망하는 東獨A은 旅行條件(여행목적， 친척관계)을 제시하지 않고

條行을 신청할 수 있다. 여행허가는 즉시(짧은시간 이내에) 이루어진다. 여

행허가의 거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 “(여권발급관서 ; 경찰

서)는 지금 현재 유효한 「여행조건 제시」 없이 常用旅卷을 발급한다 .. 그

리고 우선 과노적 조치로 個A 身分證만 가지고 外國振行을 허락한다는 내

용을 決議하였다 71 ) 이는 完全한， 西歐 民초主義國家(西獨포함)수준의 「旅行

自由化」를 意牌;한다. 각 일간지의 일변 톱기사 제목은 「東獨이 國境(境界

線)음 개방했다」고 적고있다. 記事를 읽어내려가먼 “統 ..이란 단어도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東獨內聞의 決議에 따라 10일부터 매일 일백만명 이상의

東獨住民이 西獨으로 빌려 들어오고 있다(대부분은 돌아감) . 西獨首相 Kohl

은 폴란드 誌f봐도중 소식을 듣고 여행을 일시 중지하고 귀국하여 군중들의

환호에 답했다. 서베를린시장 Momper는 「獨適A은 오늘 世界에서 가장 행

복한 民族」이라고 군중앞에서 연설했다. 이것은 西獨의 40년간 일관성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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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성(“KontinuiUit und Wandel'’ ) 윤 겸1J]한 뿔J ]f[獨 흑은 統----1&짧익 1:1 1 뻐決

낀이디-

린-콘 주반슨i;-가-늪 으l 변화도， 꽉히 jI프바효. :\1 의 (\)(괜': j吹治도 이애 많은 영

팽--을 미쳤지만， Adenauer 익 I~띠方 l뼈家늠 괴 의 유대뚫 장회히여 티i+I}~主초義

륜 사꽉땅에 펙-jL 히 정착시 ?l J l， 리인강의 기직이라 판띄는 경제적 JJX;지J j ，

Brandt 의 끄1實 ~;션 IE 의 np강 위 에 束獨il}- -~流룹 據太히-여 東獨의 共@한초義블

바지하려 히지않고 뺑化시키펴뉴- 정;311 ， 40년에 걸쳐 일관되게 法~I인으쿄 全

體 獨迎 I때家외- 쩨j쩔 |뼈 j치 의 ~--↑生윤 유지하려는 ~力(法;많論 ~￥]發 빛 注·寶

Jt룹 동힌- 유시. 에 : 뿜--國때法-유지， 各備 i.t 實務에서 뿔j 東j떼關係~를 內 l행l

關係군 춰납， ";)-뼈ri'의 不찮’I~t강조)뜸의 III 閒結짜인 것이다.

할론 감직-스러운 벙;獨익 개뱅이 뼈|때에 경제직 또뉴 사회적으군 많은 운

새점블 가져다 쉰 갓이다. 주벤피-가뜯도 급식-힌- 變化에 대하여 걱정스려운

눈빛 을 보내퍼 았다. 특히 소렌익 ;성‘?- Warschauer조익 과 관련하여， 크가l

입 i늬 하고 있는 갓으J2 ll1 인다
72 )

또한 땅해븐 ill\: 이 홍븐〉용하는 自 HI t\:主A:;

義나 Iii 場經濟將 fijI] 판 팍人한 수 있단 문1J l 끼 지남 한지1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운제이다 ~L 이 나 개빙화펀 itrl:햄에 사 낀l랜獨1&政j台기- 유지펠 수단 없

디. 이미 東獨은 디음 의 i풀늘애 서 _1，니:- HI 꾀 김이 많·이 개 1잉- ~n이 있다.

共塵主.義 이데올토기 I대분이l 分뼈r [행家 (束獨) 블 웰設했는더H명분상) ， jl;塵主義

가 불기능히l친 *獨의 장례는 어떻게 델것인지?

우피는 띠獨의 40 1견 간의 뿔j 東獨 빛 統 ·政策애서 배윤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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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東 · 西獨間의 A的交流

第 1 節 序說

內獨間의 A的 交流는 時期的으로 @ 베를린障뿔 設置以前 ( 1965년 8월 13일 )

의 비교적 내왕이 자유스러웠던 시기，@障뿔設置후 東方政策施行(70년대초)

까지 가장 밟Ij限이 강화되었던 시기，@東方政策施行 이후 最近까지，@그

리고 아직 정확한 판단은 내릴수 없으나， 89년 여름이후 東獨住民의 대량

탈출 및 民主化要求에 따른 東獨政府의 海外旅行 自 由化조치 (89년 11월 9

일)이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앞으로는 분명 하나의 새로운 時期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東 · 西獨間의 A的交流를 위에 열거한 時代區分에 따

라 檢討해 보기로 한다. 또한 A的 往來에는 @旅行(관광목적 · 방문목적 ·

사업 및 공무성)問題，@離散家族 再結合問題(Famil ienzusammenft:ihrung ) ,

@ 東獨法에 의해 合法的인 西獨移住: (ubersiedler ), @不法的언 東獨脫出에 의

한 西獨移住 (Flichtlinge) 問題， @ 旅行中 相對地域 交通施設物의 利用 및 그

에 부수되는 각종 事故와 훗病등의 문제，@書信과 전화· 전보교환 등이

있다. 이중 @項은 다음章에서 별도로 다루고，@項의 경우는 1971-72년에

체결된 양국간 協定에 基魔하고 있고， 그 內容이 A的交流에 따르는 부수

적이고 기술적인 것일뿐만 아니라， 一般的으로 國家間에 보편적으로 적용되

는 規定들인바， 이부분에는 갚이 들어가지 않겠다(協約全文은 Rauschning,

D.(... Veztrage···) 218면 이하 참조) .

또한， 西獨政府의 法的 見解에 의 하면， 基本法 第 116條와 國籍法에 따라

東 · 西獨A의 區分이 없고， 獨進A의 國(西獨)內外旅行을 iA間의 基本權」의

하나로 취급하는바， 특별한 制限을 가하지 않는다(自由權의 一般的 금지사항

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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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東獨↑에은 68년 이후 獨自的인 l행籍法 을 기-지고 束 • 때獨A을

區別히 며， 따라서 떠獨住 l，\;의 장 우 다른 外|행 A 괴- 미·찬가지로 60년 부터

滿在許可 (Visa)룹 받아야 한다. 또한 東獨f主 ti이 R틴獨t也城을 여행히려 힘t

경우 다튼 外l뼈地域피· 미·잔기-지로 |때外 1*行페‘可(1*行빼 멍시)룹 받아야 한

다. 띠라서 東 · 西獨地域間을 A的tt來는- 쟁〔獨 國內法운 행뺑핏시7']기위한 맨

獨政테J‘의 政j台的 努:JJ괴- 이애대힌 -東獨政I써- 으l 反}뾰의 結뿜이다.

第 2 節 베를린障醒 홉뀔置以前

1961년 8원 13일 東獨↑則애 의해 베룹런애 l障쥔뿐 이 섣치되기 이전까지， 東

• gl디獨t£~ r품! 의 A的交流 (왕래 ) 는 ti]iJL식 자유스러웠다. 즉， 1953년 11월 16

일 펴方 ~Ml合다f 애 의해 리領地;떼tr해 Jii~行에 필요한 J欣卷해Ij度가 폐지된1) 이

후， 獨셨EA ( 4￡ 4、: l* 第 11 6條애 따라 東獨A포힘-) 2) 의 바j獨內 1*fj- 및 住}판

移轉으1 EI 다l 는 뭔本法 第11條여l ι[ 싱-뭔 짜 4‘;權이 다. 또한， 獨짧A의 l행l外

(西獨內에서 밖으로)欣行 빛 훤f f主修빼도 젤4‘:法- 第2條 빛 第11條， 유댐 A

權1쩌約 第2條 第4 :따， 國 I!했A權 i찌f0 第 1 2條。11 따~픈 A間 의 웰4‘;權으로 }젠 JlJJ

的으로 체0 1싸을 받지 않는다 3) 띠라서 모든 獨進A (동팍주민 포함)은 펴獨

l밟I:땀운 자유문이 넘나뜰 수 있다.

東獨政젠l' 핏 소덴1휩政廳도 1953년 11월 배가↑則과 1::1]슷하게 r r~j 領地域閒의

Jii~gy:IliO度」닫 폐지하였다. 그럽에도 렐구하고， 각종의 힘o限을 가하였다. 이미

1951 년 9월 1 일부터 道路使}섬$1- (떠政 fl~ taUI없 ) 둡 〕IL파하기 시직하여 1955낸

4월부터 이달 두배로 증액시줬다 4) 1952년 5월에는 東 • 때獨I也 ;域t벼의 j떠行

을 효피작으쿄 統IIJIJ하기 위하여 경제선 총 1，393km에 철책션을 섣치하였다 5)

1952년부터 (l953띤 민줍봉기후- 완화되었다가 1955년푸터 다시강화) 고등학생，

r11 학생 ， 청소년띤맹 회윈， 공무원， 정딩원등에게 “비렌소시자”마는 이룹으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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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獨旅行을 금지시켰고， 기타 大企業體 動務者등에게도 旅용 自進~納의 형

식으로 國外旅1~r을 제 한하였다 6) 또한 1960년 가을부터 西獨住民의 東獨짧

問에 i帶在許可(Visa) 를 요구하기 시작했다(서베를린住民은 1961년 8월 22일

부터).

그러나 東 · 西獨住民間의 往來는 1961년 8월 13일 베를린障뿔이 設置되기

전까지 베를린잠 통해 비교적 自由스럽게 이루어졌다 7) 베를린市는 그 法

的狀態의 特珠性으로 인해 그 당시까지 소련군 혹은 東獨政府로부터 분할선

8) ~ -=:-1-.1 ~ '\.- +-k/.~.
통과에 制限을 거의 받지 않았다. 즉 허가없는 旅f丁이 얼마든지 가능했

다. 1949년부터 이때까지 매년 13만-33만명 의 東獨住民이 東獨을 떠나 西

獨으로 移住했으.며， 총체적으로 이 기간중 2，686，942명 이 東獨에서 西獨으로

탈출한 것으로 집계 되어있다.없) 이는 1949년기준 東獨A口의 14%에 해당

한다. 따라서 이 기간 중 東 · 西獨地域을 相互 往來한 숫자는 이의 몇십

배가 될 것이다.

第 3 節 베를린障뚫 設置以後

1961년 8월 13일 東獨政府는 東 · 西베를린간에 그리고 서베를린과 그 주

변 東獨地域間에 콩크리트障뿔을 설치하고， 東베를린과 東獨쪽으로 일정한

폭을 따라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이는 1949년 이후 약 270만명 의 東

獨居住民이 西獨地域으로 自由를 찾아 脫出하여 東獨↑則에 심각한 勞動力 喪

失을 가져온데 그 頂因이 있다 9) 同 障뿔設置후 극히 예외적으로 緊追한

家處事나 公務활 제외하고 東 · 西獨間의 A的交流는 금지되었다 10) 이때까지

엄격한 東獨政府 無規政策을 추진해온 西獨政府는 A間愛的 必要에 따라 對

東獨政策을 완화할 수 밖에 없었다11) 西베를린市政府 ( Brandt가 당시市長)는

西獨聯郭政府의 許諾을 얻어 東獨政府와 協商을 시작하여 1963년 12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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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r;벼 j괜 tit짧 !찌定 (Passierscheinabkommen) 관 채 젤 하고， 1966년 까지 4개 의

이와 유사한 종뉴의 約it書뜰 체깐1 히- /'11 텐디 12 ) r피 約定홉;의 주요 내용은

나음과 김다.

- 신청자 ; 때버l 둡린 I쉰住A으로 땅U1] 닫런애 친척을 빙-문하려는 휩i

- 친척 이 란 배우자， llL모， 조부2~~~ ， :.<1식 ， 초카， 형제자매， 3-4촌， 이뜰

의 깨우자.

1앙분기 간 : 14일-19힐 ( 예 : 1차 63.12.19 •64. 1.5 사이)

- 짧鏡發針節IX : 서베둡린시의 1271] J꿇廳 011 r피 業務둡 위한 事務室을

섣치하고 선침서 접수 및 _lIIJp- 반납업부는 동베틀렌시에서 함.

- 1964년 10원부터(2치 約定書체 겸부터 ) 필핫 i딘 한 家@헐챔갖를 위해 상설시-무

소섣치. (출산， 결혼? 위관， 시-밍- )

*5剛 ↑l해 公式發表애 의하띤 ['IJ 씬J필애 띠라 총 1，318，519건의 f암5J왔을 발

급했 :'ll 그중 1， 242， 8 1O{4:이 使用되 었다 13 )

이 띠l부터 (1964년 12월 1일 ) 東獨깨은 i띠獨tEl\;의 東獨흡쳐問에 ，-환전의무」제

도룹 노입하았디14)

1966년 끼 지 제속되던 r;밟過f쏘鏡1쩌定」에 띠-뜬 西 u1] 룹- 린住民의 東베룹린끓問

은 양측의 法; ~I얀 • 政治 ~1션 꿇채;立場의 치 이로 1971년 lπl大 l빼떠I定 (속칭 베룹린

협정)체겸시까지 증단되었다 15 ) ::L라나 「짧퍼한 家處事」의 경우에는 지l속 동

u1] 를렌짧問이 허릭되었다. 그밖애 *5해 힘’公뽑의 초청이 있는 겸우(文化 • 스

포츠行휩 및 상엽적 목적)에 흡:Jjf해이 기-능했으며， 관광의 경우 정해진 코스

플 L마관 0:1 행은 1967낸까지 게속퍼었다.

한편 東獨f主1'( 의 P디獨內 훌:JJr.'~은 |짧꺼센設置후 公務上 旅行의 경우만 許품되

다가 1964년부터 停年退l뻐휩의 정우도 家族誌l해1이 즙↑諾되었다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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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東方政策 以後

1967년 이후 1971 년 까지 東 · 西獨地域間의 A的往來는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가장 경색된 기간이었다. 이는 1969년 10월 서독에 Brandt 정부의 출

범과 더불어 새로운 모색을 하게된다. 이미 第1章에서 言及한 바와같이 東

西間의 해빙무드에 편승하여， Brandt政權은 東獨을 事實上의 國家로 認定하

고 協商을 提議한다.

彈大國들도 이에 발맞추어 1971년 9월 3일 「베를린문제에 관한 協約」을

체결하였다. 이꾀 內容17)은 西베를린과 西獨間의 通行問題(특히 부속문서

1)와 西베를린住民의 東베를린 및 東獨굶問과 通信의 機會據大 및 간편화

(특히 부속문서Ill)에 합의하고， 자세한 事項들은 兩獨速政府間의 協商으로

위임하였다. 이에따라 서베를린市 政府와 東獨政府는 協商을 갖고 「西베를린

住民의 東獨 및 東베를린 旅行의 據大 및 簡便化is)에 잠意하였다. 또한

西獨政府도 東獨政府와 「西獨 - 西베를린간 通行에 관한 協定i
9
)과 i( 양지

역 ) 交通에 관한 協定(Venkehrsvertrag ) 」， 20) 東 · 西獨關係에 판한 基本條約

등을 체결하여， 東 · 西獨住民들간의 상호굶問 및 旅行의 機會를 據大， 簡便化하

였다.

이들의 주요內容은 다음과 같다.

@ 四大國의 베를린에 관한 協定(부록 참조)

• 西베를린 - 西獨間에 옮IJ限없는 通行

• 西베를린 住民의 東베를린 및 東獨 旅行機會 提供

• 國際社會에서 西獨政府의 西베를린市 및 西베를린 住民의 利害 代表

(西베를린 住民의 西獨旅卷 認定)

• 東 · 西베플린간 電話線 가설

• 西베를린 住民의 東獨內 休息許容

-21-



• r니獨 - 띠베를린간 電{협 - 電닮꽤 연결(팡섬유 등)

@l!괴내l 환 린 tEE치 의 ;東獨 1*行어1 판한 띠베룹런市외東獨間의 約定(〕iL록

참조)

• 旅行짧l間 年30일 以內(例外 : 낀딱한 가정시·나 인도적인 이유가 있는

정우 또는 희-분적 · 사업상 · 사회 {i~-회-서 꽉적으토 여행하는 경우)

• 관팡여행을 위하여 양측 관팡여행사간에 1펠도의 약정처l결

• 본 협약을 일단 시행해보고 정힘을 설나l 여행기회 확대

@ 交i많條씬J (Venkehrsutrag ) (東 · 때獨間의 최초의 條約) (부록 참조)

• 對象 : 양지역의 표〔븐 交j벼手段(도보， 첩도， 수로， 예외 : 서비l 둡린 -서

판간의 헝효)

• 때獨乘用핑의 東獨道l絡 使j침*;1·는 i떠獨i앉JfJ'가 포팔적으로 듬，-算호:給

• tEl對地域소속 펄l째이 엄國內에서 짧故가 벨-생한 경우 각좋으L딩-적 ， 기

숨석， 댐적조치

• 상호 交i벼↑휩報交원전

• 각국 交i떠관15暑· 의 全權윤 委1£받은←원i~_ I二공동위원회 」設찮 등

®r 샤독 - 서베를린간」의 i없j웹f까5£(Transit) (부록 침-조)

• J밟過節 Ik. 의 簡 19.!化 (通行A， 회-함， 차량등의 김씨 및 체포는 득띤힌

정우에반 예외적으효 허용)

• 패쐐ifflJl뻐찌l닙I ， 禁 JL ~:씨 ，남l 의 f써示품

@ 東 . i떠獨웰 7fζ條원J 빛 .::L IlfJ)짧文띔: 댁I l*行애 관힌 사항(부록 참조)

• if띠獨H: t'.; 의 東獨內 JiiHY1幾會織太 빛 빠i lk. 으1 ~떠素化， 여 헨에 〕iL수뇌는

뼈IA乘재냐i ~햇다'1， 선불， 개인용-관 휴대허용힌도의 확대(別途뽑;띔交換)

• 햄야l i밟j렘t따 ιl자의 據k(別途盡섬)

• 離散家族f임1 월딩 떨어저 있는 入-뼈|단結合， 부양윈- 要하는 JFE[ · 조부모의

이주(서판으파)허정， 여l 외 적 인 정 ? 영. 1 ‘r 일 지 역 주민건의 결혼-허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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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분서)

• 家健事률 이유로한 東獨住民외 西獨t也域 굶問機會의 據太(家族의 범

위 및 행廳事의 범위 확대)

• 東 · 西獨境界 근처에 살고있는 西獨住民의 境界線넘어 이웃마을 옮問

機會據大 및 節次의 간이화

이와같은 일련의 協定의 체결로 東 · 西獨住民間의 接觸機會가 확대되자，

東獨政府의 rr.場에셔는 이를 위협적으굳 받아들이지 않음수 없었다 22) 따라

서 東獨政府는 接觸을 밟Ij限하는 각종의 방볍을 강구하였다 23) 思想論爭을

강화하고， 黨이나 國家機關에 종사하는 東獨住民 및 젊은줍年·틀은 최근에

있었거나， 가까운 미래에 있을 軍服務와 관련하여 ‘비빌보유자’라는 이름으

로 西獨旅行은 물론 東獨內에 있는 西獨旅行者(친척포함)와의 접촉도 금지

시켰다. 또한 職場單位로 「自發的 接觸포기운동」을 전개하여 심리적 · 사회적

인 압력을 가했다. 또한 東獨을 뚫問하는 西獨住民에게 財政的 압력 가하

기위하여 「의무 환전금액」을 1973년 11월 5일부터 1A 1 日 當 10마르크에서

20마트크로 증액했다 24 ) 東獨住民의 西獨품問에노 정년퇴임자， 사회적신분이

동독내에 확고랜자， 스포츠맨， 예술인틀에게만 허락되었다 25) 그러나 이러한

接觸 및 誌問뿜;J限조치틀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그 效力을 상섣해갔

다. <表 - I)에서 보는바와같이 西獨住民의 東獨內調問은 72년 이후 두배이상

증가했고， 東獨住民의 西獨誼問«表- 2) 참조)도 약3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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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 1 ) 서독인의 돔독여행

년 도
장기여행

(1마이상)

1967 1,423

1968 1,261

1969 1,107

1970 1,254

1971 1,267

1972 1,540

1973 2,278

1974 1,919

1975 3,123

1976 3,120

1977 2,987

1978 3,177

1979 2,923

1980 2,746

1981 2,086

1982 2,218

1983 2,219

1984 2,499

1985 2,600

1986 3,790

1987 2,410

기여행자슴

제지。1 규;빈

192

331

46:3

445

443

479

415

392

280

299

310

343

319

325

337

(단위 : 땅)

1일여 행 서베뜰린인의
종- 계

(속1J}없이) 폼-독l싱-운-

1,400 60 2,883

1,400 60 2,721

1,400 60 2,567

1,400 60 2,714

1,400 60 2,727

1,400 3,320 6,260

1,400 3,818 7,499

1,400 2,555 5,879

1,400 3,194 7,734

1,400 3,380 7,921

L,400 3,372 7,788

1,400 3,260 7,837

1,400 3,036 7，42~3

1,400 2,546 6,746

1,120 1,728 5,020

1,120 1,718 5,058

1,120 1,502 5,059

1,120 1,770 5,219

1,120 1,840 5,620

1,150 1,880 6,740

1,150 1,940 5,500

출 처 : Nawrocki ] oachim, Die Beziehungen den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Berlin, 1988. 132 1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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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동독인(정년퇴직자)으| 서독여행

(단위 : 명)

「
년 -I4二- 여행자수

1964 664,000

1965 1,218,000

1967 1,072,000

1969 1,042,000

1971 1,045,000

1972 1,068,000

1973 1,257,000

1974 1,316,000

1975 1,330,000

1976 1,328,000

1977 1,323,000

1978 1,384,000

1979 1,369,000

1980 1,554,000

1981 1,564,000

1982 1,554,000

1983 1,463,000

1984 1,546,000

1985 1,600,000

1986 1,516,000

1987 2,200,000

출 처 : Nawrocki, Joachim 저 , Die Beziehungen den beiden staa- ten

in Deutschland, Berin, 1988.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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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節 80年代의 人的交流

80年代에 뜰어서만서 東l歐社會主.義|펴家틀 사이에서는 새료운 비-람이 콸기

시작했다. 최초로 폴란드L에서 「답由勞돼」가 흥장하여 a1c깅판을 주장하게 되었

다. 이 에 束獨j앉}헤:는 뀔판프의 [:1 녀 1化 u]- 땀이 東獨에 까지 확산되 는 것을 뱅

지히기 위하여 때獨住民의 東獨읍:Jj f벼을 제한후l 必要가 있었다. 따라서 1980

년 10월 13떤 「환전의듀’-액수」룹 lA 1 日 當 13미-르크에서 25 lJ~르크로 증액

히고， U.fii獨*↑t者의 산물용 휴대꽉에노 !합j J'~ 1랩格의 10-40%블 「허가수수료」

라는 이룹으로 정수하였다26) 이애따라 l혜獨住l넌의 :東獨1*行 숫지-는 3분의 1

정도 줄어 들었고 서베뜰런住힘의 東獨등1JrJj도 1만으로 좁아들었다 «表←1 )

참조)， 이에 새로 출맨(1982년 10윌 ) 힌 띠獨의 기꽉교민주당정부는， J흩獨빼

으] r 內獨 |해 交 찢l 으l 초과한도 증액요구」의 대기-보 환전의무금액 ;삼면을 요구

하여 부분적으보 1983년 부 터 n] 성 딴지-의 경우 반감되었다27) 1984년 다시

「交易초과한도협상」에서 정년퇴직지의 강우 환전의부액수틀 25마프표에서 15

마프크로 경간시켰디 28) 이러힌 조지료 어느정도 짧問客의 숫지가 승가펴기

는 했지만， 70년대 후반기보다 많이 감소되었다. 이애반해 東獨住힘의 西獨

훌o rJJ 은 적은 폭이나마 제속 증가하여 왔다. 특히 家底事를 이유쿄한 했問

은 85띤에 비해 86년애 약 10 l:lH ， 87년애 20배로 증가하였다«表-3) 참조) .

이에 Nawrocki는29 ) 東獨政權 擔當흰달이 개 1잉 으로부더 어느정도 E] 띔땐을

갖7n펀 데 ~L 원인이 있다고 힌다. 즉， 二[때까지 ?한@휠;事를 이유보 西獨플

릅方H’] 했던 束獨住:J:치중 99%이상이 *獨으ji 되궐아왔다고 한디. 또한 東獨에

서는 「가족재젤합 빛 동똑주빈의 外l핵A파의 견혼에 펀한 시행팽」을 1983

년 10월 15일 1!l 터 제정 시행하여， 束獨1IR이 外國l A O멘獨住L차포함)파 결혼

하여 外國I (西獨地域포함)으로 移tE:한 수 있는 길을 法的으로 보 장하였다:1 0)

또한 東獨法셰 익 허 여 I jt~i獨으효 상法 [10으보 移住」히 는 住[，\;의 숫자«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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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조)도 크게 증가 하였고， 그 구성도 1983년 까지는 정년퇴임자가

대부분이었으나 84년 이후에는 직업소지자가 9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표- 3) 가정사를 이유로한 여행(동독→서독)

(단위 : 명)

년 도 여행자수

1972 11,000

1973 41,000

1974 38,000

1975 40,000

1976 43,000

1977 41,000

1978 49,000

1979 41,000

1980 40,000

1981 37,000

1982 46,000

1983 64,000

1984 61,000

1985 66,000

1986 573,000

1987 1,200,000

출처 : Nawrocki, Joachim 저 , 전게서 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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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 4) 이 주 자 (동독→서독)

동-판-정부보부r:::l ‘서판이주’쉴 풍판정부 허가 없이 %~εI E。l

도 | 허료1-빈고 탈출하여 서팍
연 ( :1.풍 J]1 십 에 ( .-=1. 중 국경올

이주한자
의한자)*

으푼 이주한자
넘아온자)

1962 4,615 16,741 5,761

1963 29,665 12,967 6,G92

1964 30,012 11,864 3,155

1965 17,666 11,886 2,329

1966 15,675 8,456 1,736

1967 13,188 6,385 1,203

1968 11,134 4,902 1,135

1969 11,702 5,273 785

1970 12,472 5,047 901

1971 11,565 5,843 832

1972 11,627 5,537 1,245

1973 8,667 6,522 1,842

1974 7,928 5,324 969

1975 10,274 6,011 673

1976 10,058 5,110 610

1977 8,041 4,037 721

1978 8,271 3,846 461

1979 9,003 3,512 463

1980 8,775 3,988 424

1981 11,093 4,340 298

1982 9,113 4,095 283

1983 7,729 3,614 228

1984 34,982 3,651 192

1985 18,752 2,676 3,484 160

1986 19.982 1,536 4,660 210

1987 11,459 1,247 6,252 288

* ‘교섭에 의한지-’란 “Freikiiufe "라 칭함. 즉， 동독정부의 허가없이 탈출하

는 도중에， 또는 기티-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동독정부에 의해 체포된

Al- .i~ 동서꼭낀- 협상원- 풍하여 서꽉정부가- 웬정급액을 지활하고 서독지액

으로 이주시킨자릎 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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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節 最近의 狀況展開(結語)

이미 제 1章 제6節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東獨政府는 1989년 11월 9일 內

聞會議로 東獨住民의 「國外旅行의 自由化」를 결정하였다. 이 自由化의 수준

은 西歐 民主主義國家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 현재는 잠정조

치로 身分證만 가지고 자유로이 西獨 또는 國外旅行이 可能하다. 동 內開

決議의 발표가 있은 후 연일 일백만명 이상이 西獨을 방문하고 있다. 境

界線의 通過 地點도 증가시켰다고 한다. 아직 西獨住民의 東獨內 誌問시의

許可문제， r환전띄무J ， 通過地點의 확대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西獨內

매스컴은 事實上 해결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 分斷線은 國民의 分斷線을

의미한다. 行政的 分斷線은 계속(어쩌면 統-이 된 후에도)될 것이다. 어쨌

든 이번 조치가 계속된다면 內獨間 A的交流의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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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東 · 西獨間의 通信交流

第 1 節 歷史的 바탕

第2，k -lit界大戰이 끝날 띠l 끼 지 獨j쩔 全地域애 오직 하니 의 풍일된 週띔

닫뽑가 있었유은 당연하다1) 大戰이 끝난 후 각 ~~I 領地域고J- 베를린애는 獨

立된 週{릅침’響(우체국)둡이 홉않 n: 도l 었다 2 ) 이탑은 때方l佛合|행J Ilj 領j也域으1 ~rjt

유후 서빙-地域애 l~뻐유우체균(DBP : Deutsche Bundespost)파 소련점랭지역애

독일우체국(DP : Deutsche Post) 으로 2元化되 었다 3) 이들 잉:지액에 設立된

우체국틀은 25G化되 기 전부터 특l캘한 원J定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互떤락허

여 우핀， 전선 • 전화엠 I，L의 웬할을 이룹하였다4 ) l[i뻐잡軍統밟IJ委됩햄(Alli ierte

Kontrollrat) 는 그 산하에 AWP(Allied Working Party) 룹 新設하여 全獨

J찢의 國|際우편 • 전신전화요급 등을 지l 산하고 이둡 다시 聯체우제국(서독)파

獨遊우체국(동팍)으띄 나누었다 5 ) 이 기간동안의 週↑감業務j끔-， 書↑닙交換은

1945년 10J월부터 댄다픈 All 한없이 퍼領J샌펴G tJ힘 에 이루어졌지만， 소포의 경우

l셔 채地;域뼈의 交lJit는 1946년에 베뜰런괴- 소떤점팽지역， 1947년 5월부터 全리

짧‘t也域 f버 交換이 띤힘-균에 의해 테f품되 었다 6) 電쉽 • 電話의 경우 戰爭 l닫

後애는 戰爭 1:1:1 으l 파괴와 戰後의 戰짧 ~l홉慣’을 위한 施設철거료 不通되다가

1946년 2웰푸터 f쉰機關 t떠 에 서 부터 시작히아 서서히 침公響， 政購" 會)fd:， 要

A家底 등으로 확산되었다 7) 이늪 獨짧內에서의 J밟信- 특히 東 · 띠獨tI젠 빛

서배릎린피- 束 . 12꾀 獨 f셔j 은 ~L후 獨逃內애서의 l佛合國간의 l많 it， EI인 對 S1: 의

뺑化에 많은 영형:을 만게 되었다 8) 즉， 제 1차 베룹린 봉쇄때 (48년 7월~49

년 5월 ) 는 낀다方빼域괴 서배달런간의 소포.ll1.환이 중단되었다 9) 뽑템交뺏은

1948년 가플부터 양 지믹잔 휩;信의 종류 . -J{- 격 · 발송형식 • 무게제한 동의

차이로 많은 이버움이 있었디까» 이라한 문제점닫은 New Yorkl찌定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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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 外相會讓에서 승인)에서 부분적으로 개선되었다 11 ) 또한 이 協定에

따라 49년 5월 10일 양지역 共同의 業務指針도 확정되었다. 그러나 1954년

8월 5일 東獨셰은 「西獨 · 서베를린 및 外國과의 소포업무 취급에 관한 시

행령」을 독자적으로 발표하여 다시 양지역간 業務의 差異를 초래하였다 12 )

즉， 이에 의하면 선물소포는 “私A이 私A에게 私的인 親分關係에 의하여

私的으로 使用하게 할 딩的으로 反對給付없이 送付하는 경우”라야 한다. 이

는 동독 관세청이 엄격히 심사하고， 이에 위반될 경우 發送A에게 退送하거

나 압수할 수 있다. 압수되거나 반송되는 소포의 숫자는 계속 늘어났다 13 )

電話의 경우， 東獨測은 東 · 西獨境界에 철책선을 설치한 후 1952년 5월 27

일 사전예고없이 총 3，9107H 의 電話線을 단절하였다 14 ) 즉， 서베를린과 西

獨地域間의 모든 電話線은 끊겼고， 東 · 西獨地域間에는 오직 Leipzig나

Potsdam 전화국(동독지역)과 Frankfurt / a.M. 전화국(서독지 역)을 통해서만

通話가 可能했다. 서베를린과 東獨(동베를린 포함)간의 電話線도 모두 끊겼

다 15 ) 이때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양지역간에는 오직 34개 의 電話線이 있었

다. 따라서 通話를 위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通話時間을 제한해야

만 했다 16 )

第 2節 東·西獨間 通信問題 解決을 위한 協商

1966년말부터 東獨測은 西獨聯郭우체국 및 서베를린市政府에 「東西間 우편

· 전신 · 전화交流에 國際우편 · 전신전화요금 계산방법 적용」을 주장하였다 1

이 계산방법은 「세계우편연맹」과 「국제전신전화연맹」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

다. 이와함께 東獨測은 1948년부터 1968년말까지 東獨f則의 초과업무에 대한

대가로 약18억 마르크의 支給을 요구하였다 18) 이에앞서 소련정부는 ‘셔독聯

츄[I우체국과 東獨우체국이 世界우편연맹 (WPO)와 국제전신전화연맹 ( I FD )에 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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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한 수 있5~휴” 띤협-균~~c flilJ委 합會산허-로 1947년 이후 베칠-런애 設置되어

있는 “AWP"의 611 산쓸 때方j佛유|패에 제의하였다 19) 이에 西獨의 週f감長官

은 이란- 가젤허· j1， 대신 앞 o 문 (1967년부터 ) 새로운 요금생계 빛 초괴분

지납분지l 와 相Ii!떠f듀據大 |해뼈에 디}히l 협상힐 짓을- 제의하였다 20 ) 이룹 束獨

삐은 다시 가점하고 “AWP " 이1 파견페어 있던 自디 1111] 要탑을 67년 3원31

일자로 첼수시 켰녀 21l 西獨 1[1뼈 r-II 우 치1 드lf은 1967년도 1， 600만마므크， 1968년도

싱반기 510만마르크틀 쳐i獨우체 국의 초피양Jl간의 대가로 송금하였다 221 이후

오렌l 심사숙고 란에 東獨↑iiI]은 1969년 9윌 P다獨↑며 |없i짧提議애 응 하였다 23 )

第 11k合議 : 1970 1건 4월 29일

4치페 애 걸친 |꺼商끝에 잉:측 채신부서 대표달은 영:지역간에 ;f1:J互交換된

우편전신전화의 요감 청산문제에 다음j!~ 감이 合;홉;하였다.μ)

CD g폐獨 l佛휴II 우제놔은 東獨우체국에 1967년부터 73년까지 매년 東獨↑則 초

.:iI1 업 무의 代價로 3천만마르크델 支給한다.

® 來먼i베블린간이} 電話l쐐을 다시 연결하고，

@ 양측은 끼n속 電↑룹電삶쐐i윤 熾大한다.

그2-·1 나 1948-66년의 동복측 초과엽부에 대한 청산문제는 싼효펴지 뭇하

였다. 이 싼효애 따라 東 · 때獨問애 1970년에 장거리풍화 40k~fl. ， Telex 44

總이 추기-로 開通되었고， II펴獨 - [I되 1111 틀 린 간-에 는 1971 년초까지 電템 · 電話 30

級이 떤결되었다.있)

第21k合;협: : 1971년 9월 30일

東獨빼은- 1971 년 7월 1일부터 西獨 및 서베를런행 우편 · 전화에 대해 國

內料·率表의 i행l用을 배제하고， 새로운 料率表를 적용하면서， 양지역간 通信據

大에 -u캉的후퇴를 가져 왔으나2G) ’ 곧이어 9월 3일 聯合國깐에 「베뜰련분제

애 관한 |쩌定」의 체견로 「서독-서베뜰-린간」 및 ，-서배품런-동똑깐」의 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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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간편화되었다 27) 이어서 9윌 30일 양측 週信部暑의 위임을 받은 代

表들은 두번째로 양지역간 通信據大 및 東獨f則 초과업무 포괄계산문제 등에

合意하였다(전문 : 부록참조)

이의 중요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그때까지 未合意되었던 1948-66년 의 東獨{則 초과우편업무의 代價로

총괄적으로 2억5천만 마르크를 西獨測은 東獨우체국에 支給 (이 財源

은 西獨연방우체국의 금고에서가 아니고， 西獨國庫에서 조달되었음28 ) )

@ 東獨{則은 우편 · 電信 · 電話의 據大改編을 約束(例 : 74년까지 自動電話가

설， 71년까지 電報施設의 自動化， Telex시 설 개선， 우펀물 전달기간의

단축， 71년 12월15일 까지 60개 전화선 東 · 西베를린간 연결， TV방송

연결29 ) 등)

第3次 合意 : 1976년 3월 30일

1972 년 12월 21 일 체결된 i(東 · 西獨)關係에 관한 基本條約」 제7조에서

“우편 · 전신전화부문”의 “발전과 협력”을 위하여 추후 i쩌定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附屬文書에서도 “世界우편연맹의 헌장과 國際電信電話協定의

基本原則 아래 (相互) 새로운 우편 · 전신전화협정을 체결”하기로 合意하였다.

30) 이에 의하여 양측은 72년 12월 7일 協商을 시작하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총24회 의 회 합을 거 쳐 1976년 3월 30일 체 결되 었다 31) 이 는 하나의

週信協定(行政協定)과 3개 의 보충협정(우편， 전신전화， 요금청산분야) 및 여

러개의 書信交換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의 주요한 내용은

@ 國際規定들은 보충적 效力만 인정 (여기에 規定되지 않은 경우만)

@ 西獨빼은 東獨f則과의 모든 通信은 國內의 것과 同一하게 취급 (제4조

제2항 : 무관세， 국내요율표， 국내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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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 II디獨 - 서1씨를런간 전신전화연갤은 東獨電↑룹電듭판總의 利用 lJl 장. 며獨 ·

때베를런간 TV방송의 직접연결 보장.

@ 束獨은 西獨地城과의 通信業務를 國l際關係로 보고， 다만 “資本主.義國家

와 iJ책U共:B:의 原則”을 적용32 )

@ 기타 우떤월의 암수， 반송의 경우 통보， 보석류의 송부허가 뜸.

@ 1977년 10월 19일 의 合意

양측은 서신교환을 통해 1977년부터 82년까지 束獨剛 초과제신엽무에

대해 포팔적으로 ~rf' 間 8천5백만 따르크 3'Z>%씬令意 (76년까지 年 I벼 3천만

마르크였음)， 또한 82년까지 702711 의 自훨b電話純! 증섣 合意 33 )

(J) 82년 6월 3일의 合;훤

82년 1월 1일부터 束獨剛 초괴체신 업무의 대가로 연간 1， 120만 마

르크 증액 (서신교환으로 협의)

@ 1983년 11월 15일 의 合意

83년 1월 1 일부터 東獨↑則 초파체신 양}무의 代價로 1990년까지 年閒

2억 마르크로 증액， 우편닫 전달소요기간 댄r축o (소포의 경우 수취인 판힐

우체국 도달후 3일 이 내 (공휴일 제외)에 수취인에게 전달) , 우편물 분실

방지， 自動l電話와 Telex선 의 확대， 선‘불용 소포 빛 소포 취납업무의

간이화 뚱에 合tEt34)

® 85년 3월 15일의 협 의

t펴獨 · 서베를린간의 굉섬유 전회선 등 1987년 6월 30일까지 설치. 서

꽉측은~ !hi資材으1 껴:針 빛 이애띠콘 1~1 용 3잔5백 만마르크룹 東獨우제국

에 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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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結 語

東 · 西獨地域間의 通信問題는 出發點부터 우리(한국)와 uJ .S2-.
'-0'-一 차이가 있다.

獨速內에서 양지역간에 通信이 완전히 두절되었던 적은 없다. 書信의 경우

50-60 년대 에 송달에 많은 時間이 소요되거나 중간에 분실되고 또 반송되

기도 하였지만 그런대로 계속 유지되었다. 전화의 경우에도 70년대 중반까

지 34개 의 線이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內獨間의 通信 問題는 改善의

問題이었지 創造의 問題는 아니었다. 이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에 相互間

에 戰爭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과 地理的으로 大陸의 中央에 위치하여

東獨政權이 北韓政權처럼 폐쇄사회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점이 그 原因들

중에 중요한 껏들일 것이다. 또한 60년대 중반이후 특히 70년대초에 현격

한 改善을 可能하게 했던 것은 西獨의 經濟的 富의 힘이다. 西獨의 經濟

的 富는 소련에게도 펼요했고 東獨에게도 펼요했다. 이는 東獨測의 通信問

題 協商提議가 쯤濟的 要求 (66년말 동독측의 체신초과엽무에 대한 18억마르

크 支據要求)에서 출발하고， 이후 모든 協商에서 東獨f則의 經濟的要求와 東

獨剛의 通信問題 改善要求가 協商對象이 되었음을 보아도 분명하다. 아울튼

다른 A的 · 文化的 · 經濟的交流와 함께，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변화와 함께

東獨은 많이 개방되었다. <表 - 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988년에 西獨에서

東獨으로 한 電話通話만도 3，930만통화에 이른다. 편지왕래도 87년에 상호

1억7천만통에 이르고 東 · 西獨間에 연결된 전화선만도 87년에 1，529선이 있

어， 필요할 때 다이얼만 돌리면 ( 70년대 중반부터 교환전화에서 직통전화로

서서히 변경되었음) 상대지역에 있는 친지 · 친척과 직접 通話할 수 있다

«表 - 5)， <表 -- 6) 참조). 이렇게 개방된 地域(東獨)에서 共塵獨載政治를 유

지하기는 점점 어렵게 되었다. 최근의 東獨內의 상황(國外旅行의 自由化，

東 • 西獨境界의 개방， 自由選짧등의 조치)이 이를 증명한다. 共塵主義 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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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기 때분에 분단국가 東獨을 건섣했는디1 그 이데찰로기가 무너지변 東獨

은 어디로 감 것인가? 交流확대가 이팽게 빨리 統←→의 전망을 밝게하리라

고 예상한 사랍은 아마 그땅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表 - 5) 전 화 통 화 (서독→동독)
(단위 : 백만)

••••- ••[

똥 화 수

연 도 | 전 화 선 | • _._- 기I←←서베를린
서독 • 동독 • 동베뜰랜

••••••• - - -I

1970 74 0.7

1971 248 1.8 0.8

1972 383 5.1 2.9

1973 383 5.8 2.8

1974 479 6.1 2.7

1975 719 9.7 5.0

1976 719 11.3 7.4

1977 821 12.8 7.2

1978 941 16.7 8.3

1979 1뻐 20.6 8.9

1980 1,181 23.0 9.5

1981 1,301 23.0 8.7

1982 1,421 23.0 7.9

1983 1,421 23.3 10.2

1984 1,517 25.6 8.6

1985 1,517 26.4 8.8

1986 1,517 30.3 9.6

1987 1,529 35.5 10.1

1988 1,529 39.3
••• -L.___•

* 동독→서복 전화통화수에 관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서독→동독 풍화의 5

분의 1정도 되리라 추정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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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6> 서 신 및 소 포
(단위 : 백만)

여‘- 서 신 -까-'-、- 포

도 서→동 동→서 서→동 동→서

1975 80 140 28 10

1976 75 100 26 10

1977 60 100 28 m

1978 90 100 27 9

1979 90 100 30 10

1980 75 70 27 9

1981 85 90 26 9

1982 75 1이 25 9

1983 60 90 25 9

1984 62 85 25 9

1985 61 108 24 9

1986 63 105 24 9

1987 ca.펀-----'I~펀 100 ca. 25 ca. 9

출처 : Nowrock, Joachim 저 , 전게서 135, 138,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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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東 · 西獨間의 交易

第 1 節 序 說

「內獨間의 ~易Onnerdeutscher Handel) J 이 란 法律的으보 Ifπi獨마료크회」

동용지역 ( jJLj 獨 및 V디 Ul] 룹- 린 ) 과 「束獨마르크-회」 풍정-지 역(東獨 및 束베틀

런)간의 R험· 립1 ， 用彼， 資 4ζ 둥의 交뺏의 總얘뽑블 발힌다 u 당초애는 1-(접랭)

지역간 交易 Onterzonenhandel) J 이 라 칭하였으나， 양 獨j짧政}젠의 수립 ( 1949

년)파 연힘균으호 IF-터 단계적인 統 ~f，熾의 iJ I 꽃에 따라 東獨에서는 50 年代

中盤무터， g덴獨애서는 1960年무 더 서서히 1 內獨뼈의 交易」이란 태펌를 使用

하게 되었다 2) 꼴흔 ;東獨에서는 해在 「떠獨파의 交易」 혹은 「東 · 西獨間의

잣易」이라- 칭한다. 왜냐히띤 東獨에서단 이 n] 第一草에서 點|꺼헨 바와김-이，

1972년에 東 · 때獨웰4>:條約을 *해f.tf 힌 후 兩獨關係룹 ;능全獨rL펀 ↑뼈別의 「國

家외- 國家閒의 뼈係」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만해 R젠獨에서는， 비록 兩獨遊

國家기- 서로 獨피:된 國l家이 긴 하지만 아직도 法的으로 存짜하는 全體l꽤家

(I꼭일 」 혹은 「독일제팎J)안에 있는 淑分國家(?)이프로 취]互間에 國|際關係

(外빼l 關係) 는 이-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 따라서 뼈獨j짧간의 交청l또

다븐 l꽤際交찢l 괴 는 그 1!，稱에서 부터 交찢l寶務에 이프기까지 엄격히 區別하

고 있다.

그러나 맨獨의 立場이 論理的으로도 Fl당하고 실제 實務에서도 일반 國I際

關係 (또는 國|際交易)와는 區分꾀므로4) 이 널에서는 「內獨間父·쳐，J이란 用語

탈 使}펴하겠다(束 · 때獨댐1의 交%이 덴- J꾀하의 사용을 1 1:-.揚 ) .

內獨問에 現짜 감: iF하는 많은 접촉 줌에서 기-장 활빨한 젓이 交易關係

(뼈i힘)이다 5 ) 뼈國에서한 끄동안 40年 이싱 없었틴 j훤北뼈 의 交짖，關係탈

시작하펴는 立場에서 內獨閒의 交짖l을 판 I니} 二L 관본적인 i투~ ~훗-뽕li은， 東 ·

때獨{감j애는 交 μ， 01 끊겼던 적이 없었다는 진 (50年代초 떤시적 중단읍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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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이다. 팍 우리는 無에서 有를 창조해야 하는 처지인데 반해， 獨速

內에는 交易의 옮Ij限이 國際情勢에 따라 변천， 발전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戰後 最初의 聯合國 首腦들이 모인 iPotsdamJ회 의 에 서 분할점령에도 불구

하고， 古領獨速의 經濟的 同質性이 保障되었고6) 다만， 軍事的 必要에 의해

古領地域間의 通商에 統없Ij를 가했던 것이， 聯合國間의 갈등의 심화와 화폐

개혁 ( 1948년)， 兩獨速政府의 樹立등의 過程을 거치면서 변천， 발전되었다.

第 2 節 東 • 西獨間 交易의 歷史的 變選

第2fk 世界大‘戰이 끝났을 때에 獨進의 經濟는 완전히 廢塊化되었다. 즉，

大部分의 生慶施設과 輸送設備는 戰爭中에 파괴되었고， 그 이후 戰費補慣을

위하여 澈去되었다. 盧業分野에 종사하던 많은 A士들도 戰後 체포되거나

도피하여 1945 年末까지 地域間에 商品交換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9) 서서히

生塵施設의 복구로 地域間에 商원I交換이 이루어졌으나 西方聯合軍의 古領地

域과 소련군의 퍼領地域間의 商品交換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즉 西方聯

合軍의 古領地;歲(오늘날 서독지역)에서는 서서히 市場經濟가 부활되어 價格

이 上昇하고 Maschal - Plan의 도움으로 生塵量이 증가됨에 반하여， 소련군

의 古領地域에서는 과도한 戰爭補慣(生塵施設 激去)과， 社會主義 經濟原則에

입각한 강력한 中央統옮Ij經濟， 計劃經濟에 따라 生塵量의 증가폭이 더디고

10)
價格이 安定되 였다 0948年까지 독일제국화폐 - Deutsche Reich Mark 가

전독일에 공동으로 通用되었었다). 이 당시에는 官主導下에서 古領地域間에

(주 정부간에) 소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졌고 -일종의 官쉴易- 주로 1회용

상품교환협정이 있었다. 이의 代表的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11)

-1946년 2월 Sachsen주 (蘇 古領地域내에 있음)와 美 古領地域間에

있었던 942톤의 사탕무우와 야채종자 交換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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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3원 31 일 체전띈 縣 |li 때地域괴 美 I~ 領地域I벼의 농산불씨잇-

-꼭화 交떳1찌하

이듭 이외에도 많은 1 회 용- 작은 商品交I쨌|씨定둡-이 있았다. 소련균 접평지

역애서는 주로 빙-직기겨l휴， 또자기， 씨잇 등을， 띠方聯合행의 김i 領.地域에서

는 주모 차량기 ~'L부속폼， 엠료， 家應셔}品， 의익품 등을 수출하였다. 二l 다

음 단지l 로 진전된 것이 포팔혐 약 (Rahmenvertrag) 이다. 즉， ←·定뼈間 동

안 ---~定量;의 R￥i 꾀 을 交뺏하기보 하고 數|띠에 걸치 交換한다- 이에는 代表

的으로 다음과 김은 것뜰이 있다.

- Dyson - Geschaft : 1946년 1 원 1 인 부터 8월 31 띤 까지 유효. 英 ‘5 領

t也;城파 蘇 "Ii領地城閒

- Britengesch강ft : 1946년 9월 1일부터 47 1잔 3월 31연까지 유효. 英 다j

짧t也펴i파 蘇 l딘 領地域l뼈

- Uinderratsgeschaft : 1946년 10월 1일부터 47년 3월 31일 . 美 라領地

域파 蘇 리領J也t빼벼j

- Sofra - Geschaft 제 1호(1946년 ) , 제2호 ( 1947년 ) : 프랑스 "딘 領地城괴 蘇

닌i F펴t떠 ;城閒

- Mindener Abkommen(47년 1원 1 일-48년 3월 31일 ) ， Warenabkom

men 48 (48년 4월 1 일-48년 9원 30일 ) : 美 · 英 共 l폐 I꾀 領地;城파 소

련 l김 領地;城閒. 그러나 이 |까원J은 소련꾼에 의한 빈번한 서베를런

서방떤함균 점령지역간의 通行tdi’등환외 베룹련 봉쇄로 지껴지지 않았다 12 )

베륜랜봉쇄로 인해 中뼈If뭔 縣 다]슈in !也 ;域 j’l i퍼方 L딘 領地;域間 으1 交셨I은， 1께

플린봉쇄가 해제펀 이후에도 회-폐개혁 ( 1948년 6월 )으보 인한 많은 問題點뜰

때문에 1949년 10윌 8일 Frankfurter 협익:이 체결될 때까지 公式的인 交

易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3 ) 즉， DM-Ost와 DM-West간에 公式的이거나

확고한 뺏率14)이 ;감:;f:t 하지 않았고 政治[I션 對立이 닐'7'1'로와 交易을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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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따라서 密寶易이 성행하였다 15 ) 이러한 상태는 內獨間의 交易의 새

로운 方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것이 Frankfurter 協約으로 나타나게 되었

다. 즉， 1949년 10월 8 일 체 결된 同 協約은 代金支給의 方法과 節次룹

새로 규 정 해 야‘ 했 다. 商 品 代 金 支 給 을 위 해 새 로 운 단 위 VE

(Verrechnungseinheit 의 약칭)을 설정하였고， 1VE의 가치를 1DM-West에

준하기로 하였다. 또한 代金결제를 위하여 각각의 中央銀行에 구좌A(交易數

量 옮IJ限品 덤들)와 구좌 B(制限없는 品 目들)를 설정하였다. 또한 수출입초과

의 限度 (Swing ) 1 6)를 규정 하였다 (구좌 A는 1， 500만VE까지 ， 구좌 B는 1,

000만 VE까지 ) . 第3條에 서는 서베를린을 서독화폐통용지역(서독)에 포함시키

기로 처음으로 合意하였다17) 이 Frankfruter 協約에 따른 交易의 最大 問

題點은 東獨뼈의 商品탁송 지연이었다 18) 이에따라(수출초과한도 도달) 西獨

測에서 철강재 딱송의 停止( 1950년 상반기)가 있었다.

本 協約에 의한 通商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延長되었으나 1951년 3월 31일 드디어 그 效力이 停止되었다. 이때부터 同

年 9월 20일 새호운 通商協定이 체결되기까지 근 6個月 間 交易協定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

몇 개월간의 공백기간을 거쳐， 지금까지 有效한 (1961년 改正) Berlin

協約의 체결(1951년 9월 20일 자) 을 보게 되었다 (本 協杓의 內容에 대해

서는 후에 상세히 설명하겠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착된 內獨間의 交易制度는 1970年代初까지 유일한

公式的언 東 · 西獨間의 접촉이었다. 물론 이 協約의 當事者가 西獨↑則에서

西獨政府는 아니었고， 西獨政府로부터 信託받은 機關 (Berliner Treuhandstel1e

fUr den Interzonenhandel) 이 었다. 이 는 東獨政府를 認定하지 않겠다는 西

19)
獨政府의 意志카 반영된 것이다. 한편 內獨間의 交易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것으로서 公式的인 交易 이외에 엄청난 量의 密‘交易이 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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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했 었다는 사실이다 20) 이에 대힌 정획한 통계숫자는 나와있지 않으니

1953년도애 公j'\; 交짖1量;의 40%에 해당하는 量만콤은 密交易이 있었으리라

는 추측이 있디 211 당시는 Berlin 장벽설치 (1961 년 8월 13알 ) 이전이었

고， 東 • 멘獨問 경제선 롱괴·도 1:1]교적 -상이하였으므로 (1952년부터 철책선

설지시직 ) 22 ) 密交易의 可能性이 높았디.

이 렇 게 해Ij度的으보 50年代初에 確rL뭔 內獨I돼交졌，은 1961년 한벤 改正을

보았고， 1972년 兩獨進政}찌:는 「렐 ;zF:條約」에서 公式的으로 챔定받-이 -(당시 存

:tE하던 많Ij度의 4렇1짧위 애 兩獨 rJj의 交易윤 l관선시 낄 것윤 약속하였음. “ den

Handel auf der Grundlage bestehender Abkommen zu entwickeln")-現

:tE애 이므고 있다.

第 3 節 關係法規 및 協約

a. 內獨問交易의 l꽤內 tk [l~ 꿇!짧는 jlIii ~해 야l 이l 서는 오늪날까지도 l佛f앙파이 發

布힌 戰時命令이다. 聯合軍 最|텀j 디j令J꾀’은 戰웹:終7前언 1944 년 9월 18일 펴i

i않i* 第53號파 ~IJ 짧 j샌에 서 의 「짧 l앉 l總 의 즘tr' ll깎 이 없는 모둔 外|패과의 交易，

및 환거래」뭘 남지하였다 23 ) 이 法(命令)의 텀的은 戰爭補↑흉을 위히-여 獨;탤

內 flH딸의 國l外流出을 μ'J .l l:: 히 고， r!.J f;W '1합 의 f닫需 l} lS 補紀路룹 lmi1짜하고， lli 채

地M內 住民의 生必品을 째i紀 허-기 위힘이었디켓4) 이 法‘은 當f}J 全獨遊을

j짧댐 對 象 t也 域으보 하았으나 그후 전개펀 싱 횡-변화에 따라 1949 년 9월

18/19일자효 l\X과퍼이 J'Jt. Jllij 獨 빛 서비l 둡딘 1也 ;域으j료 jj훌l 셔3地J成을 變벚하였

다 25 ) 이 命令은 JI뼈싼따 의 戰i륨終了 1갖 戰”、~， ， I→i 領 終了펀줍 ( 1954년 10-월

23일 ) 이후에도 獨j찢연빙 공회-쇠 iL法府의 決禮26 ) 에 따라 現在끼지 계속 有

效하다(이 命令의 有效‘'I~!:與판에 디l 히 여 지l속 違憲닙命爭이 있으나 l佛폐憲法我

꿰所는 :L 有效↑에:을 침외;.£하고 있다. 27) ) . 디 만， 國l際交易 ( 東獨 저l 외 ) 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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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는 「對外씬濟法 (AuBenwirtschaftsgesetz, 1961 년 4월 28 일 옮Ij定 ) J 의

制定으로 本 命令53號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계속되는 違憲性 시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체법의 밟IJ定을 기피하는 데는 內獨間交易의 特珠性을

특히 EG協約이나 GATT協約에서 一유지하려는 西獨政府의 政治的 計算이 깔

려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대체입법의 制定을 기대할 수 없

다고 內獨間交易의 協商責任者 (Ministerial rat Dr. Franz Rδsch : Le iter der

Treuhandstelle FUr Industrie und Handel: TSI)는 말한다 28)

b. 內獨間交易의 條約法的 基魔로 이미 설명한 바와같이 1951년 체결된

Berlin 協約이 있다. 이 協約의 正式名稱은 “「독일마르크(DM - West)J 통

용지역과 「독일발권은행마르크(DM -Ost) J 통용지역간의 商去來에 관한 협약

(Abkornrnen Uber den Handel zwischen den Wiihrungsgebieten der

Deutschen Mark(DM - West) und den Wah.rungsgebieten der Deuschen

Mark der Deutschen Notenbank (DM -Ost)"이 다.

이 協約은 東獨↑則에서는 「쉴易 및 內獨間의 交易省(Ministerium fUr

Aubenhandel und Innerdeutschen Handel: 現在 의 Ministerium fUr Au

benhandel의 前身， 1957년 명칭변경 ) i9) 의 委任을 받은 Josef Orlopp와 西

獨剛 에 서 는 1-內 獨 間 交 易 을 위 한 信 託 機 關 (Treuhandstelle fUr den

Interzonenhand세 ) fO) 의 代表간에 長期間(130일)에 걸친 會談끝에 1951년 9

월 20일 조인되었다. 이 協約은 1960년 改正(1961 년부터 有效)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交易品 !::L풍31) (경우에 따라 수량포함)를 협약당사자간 合意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每年 작성한다. (1961 년부터 기한의 제한이 없음. 제1조

1항)

@ 交易品팀뚫는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첫째 그룹에는 수출입의 할당량

을 엄격체 시행하고， 둘째 그룹의 수출입 품목은 그리 엄격하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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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하지 않아도 된다. 양二L둡의 대끔갤시1도 띈도로 힌다.

@ 交찢l 꾀 El 은 兩獨地1成 /샌'. g필 l돼 애 한한다. 즉， 삼각무역이나 봉과무역은

윈칙적으로 담지한다.

@ 交쳤l物의 경 In 선 l둡 괴-시 에 딩-해 판칭에 수출허가서와 수입허기-서둡

제시허여야 한다. 이의 Mc ff11J 는~ *Jt關에 서 행한다， (허가는 兩뻐城間에

유효한 관제규정에 의한디-，)

@ 적대적이거나 던충적인 거 '-'11는 납지힌다(보충적언 거래가 협약체결시

까지 일반적으로 허용되었던 네 벤해 본 채定온 홍띠홉다，)

® Dumping 급지. 일반적으로 f원;ffi은 서복지역내의 市樓價格을 참고한다

(낸도의 서선교환에 의거)， 그리나 댄獨빼에서 東獨혐j品의 수입시 일

1만시 장가격 보다 20%정도 낮추었다. 이는 여바 이유에 의해 서독 수

입상이 많은 위힘부넘을 안고 거래하게 되며， il￥j 品 의 품질이 떨어지

퍼， 東獨1l1U에서도 때獨市場에서 自 l행 i해 l뮤j 의 판화블 확‘꾀하기 위해 必

몇보 했기 때문이다 32)

@ 代金決濟는 배j獨i찢의 中빗·銀行을 通히고 決-濟택rt 1ft:로 “YE"룹 창설하였

다. (lVE=DM -west=DM -Ostil3
) )

@ 힌편이 지-신의 치변구좌에 합의된 초파힌-도에 도탄했을 띠l 애 는 (즉，

상대밤에 대힌 채권이 한도에 도탄) 싱품수출 허가서의 발담을 정지

한다.

@ 이 1찌約은 많은 부속 합의문서릎 부대하며 이 부속서류도 |펴 l찌約의

구상에 질대포 필요한 -→쩨分이다.

이 |찌約은 立法機關의 비준을 얻은 條約이 아니고， 行政官뽑사이에 合

첨:홍~;gl 한 것이므로 ←→般法l때I~t이 없고， 당해 行政官響 사이에만 有效하

다 (行政協定)， 34 )

그바나 筆政廳命令 第53號가 포팔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許可힘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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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의 行政協定은 중요한 意、味를 가진다. 本 協約은 그후 1958년 특별구좌

(S) 를 設置하기화 합의하여， r物物交換形態」에 가까운 상쇄계정제도에 추가

하여 현금지불의 可能性을 열었다. 1960년도 동 협약의 개정에서는 交易品

目表의 有效期限띄 밟Ij限을 폐지하였고， 구좌의 경직성을 완화시켰다 35)

c. 기타 內獨問交易의 行政法規的 장치들이 있는데， 이들을 열거하면 다

음과 같다 36)

@ 內獨間 交易施行令 (Verordnung liber den Verkehr mit den W3h-

rungsgebieten der Deutschen Mark der Deutschen Notenbank:

1951년 7월 18일 제정， 1968년 5월 22일 개정) . 여기에는 商品送狀

(수출허가서) , 수입허가서， 代金支給書 등의 종류， 조건， 交易量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 시 행규칙 (Verordnung zur Durchfi1hrung der Interzonenhandelsver

ordnung : 1979년 3월 1 일 제정， 1982년 12월 22일 변경) . 여기서는

諸교역업무꾀 허가관청， 허가형태， 허가조건， 교역량제한， 경계선에서의

감독기관， 대금지급절차， 가공무역의 특별취급규칙(특히 비용문제)， 삼

각무역에 판한 취급규칙 등이 규정되었다.

@ 일반허가업무 제1호 ( 1980년 7월 4일 제정， 1983년 4월 27일 변경)

@ 일반허가업무 제2호(L) 0980년 7월 4일 제정， 1982년 7월 12일 변

경)

@ 일반허가업무 제3호 (B ) (1980년 7월 4일 제정， 1983년 4월 21일 변

경)

@ 연방중앙은챙고시 83-6002 (1983년 1월 10일 고시 ), 1983년 6월 1일

83-6006으로 변경고시 :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 내독간의 경제교류에 관한 고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1983년

1월 3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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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독지역괴- 동독지역간의 자산이동에 관한 감독규정 ( 1951년 7월 9일

제정 ) 및 그 시 행령 1, 시 행령 2

@ 연빙중앙은행고시 83-6003 : 1983년 2월 3 일 제정， 1983년 6월 1 일

83-6006으로 개정

@ 얀 l앙종앙은행고시 83-6005 : 1983년 6월 1일 제정 둥이 있다.

第 4 節 代金決濟37)

이lJl 說明한 바와 낌이 商과l代깜은 각각의 中央紙行‘(서독은 연빙은행， 동

독은 발권은행이라 칭함)을 통한다. 이룹 위하여 각각의 中央銀行에는 상대

빙 中央銀行의 구좌룹 가지고 있다. 이 구죄는 다시 부구좌 1/2 (싱뿜피

역)외 3(용 역 비 용지출) 빚 S (특떤구좌)로 구분된다. 서독의 수출상은 상

퓨발송 후 서독의 떤방은행애 자선의 1:;來Mil行을 경유허야 관-지l서류를 제출

하고 상품대금을 서꼭따뜨크호 받는다. 동 연 l잉- 은행은 디}감 지불시 동꽉

중앙은행의 구좌(치-맨)에 지콸'i} 9Jl윤 기재한다. 이 l내 화폐단위는 기-상단위인

fVEJ뜰 사용하펴 1DM=lVE이 디 . 당해 동꼭 수입상은 동뜩반권은행에 상

퓨대금을 지급하고 (이때 ilL환비율은 나와있지 않음) , 동독발권은행은 서독

연l생은행구좌의 대 1펜에 역시 가성·화폐단-위 fVEJ로 정러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기지이다. 이라하여 구좌의 지맨피 디}띤을 성제하띤 잔고 (한쪽이 차펜

잔<i1이띤 싱디1 1상 은행은 감은 액수의 대변전-고)가 넙게 되고， 이것이 초과

수줍 혹은 초il]수입이 젠다. 이 잔고애 디l해서는 이지틀 、빔피히지 않는디.

또한 이 잔고는 일정한 금액흘 초과한 수 없다 (초과한또 : Swing) , 치댄

잔j1기- 힌도에 도달한 측에서 일시적으보 수출허가서의 발납을 _l:i)→류한다.

수출입의 일시식인 줍딘-윤 펴히기 위하야 1957년부터 서복연맹은행에 득맨

二，L좌 (S ) 활 개션히-였다. 츄， 농꽉-넨권은행은 서펀-띤1상은행의 대띤잔고가 한기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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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했을 때에 서독연방은행에 연락하여 자신의 특별구좌로 이월시키고

이를 現金으로 상환한다. 한편 초과잔고의 한도는 50년도에는 전년도의 交

易量을 기준으로 하였다가， 1961년부터 1968년까지는 200백만VE로 고정시켰

고， 1969년도 이후에는 전년도 동독측 수출고의 25%로 (최고한도 850백만

VE) , 1986-1990년에는 850백만VE로 고정시켰다. 지금까지 수입잔고의 초과

는 항상 동독뜩에서만 이루어졌고 따라서 초과한도의 증액도 동독측에서만

요구하였다.

第 5 節 財政支援

베를린협약의 補充的 合意로 베를린協約에 따른 投資材의 長期供給휠約을

지원할 수 있또록 하였다. 이는 물론 서독 수출상에게 支給(신용장 담보대

출과 유사)된다. 기타 長期供給찢約의 경우 西獨의 供給者는 西獨의 「수출

신용회사 Gefi(Gesel1schaft zur Finanzierung von Industrieanlage mGH:

Frankfurt / a.M에 있음) J를 통해 수출신용을 받을 수도 있다 38 )

또한 특별한 경우에 西獨政府는 東獨과의 交易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西獨의 交易商에게 財政支援을 하기도 한다 39 )

第 6 節 關親 및 기타 親金

內獨間의 交易에는 특히 關鏡 및 기타 鏡制面에서 다른 外國과의 交易과

相異한 點이 있다. 關鏡法 第二條에 의하면 東獨은 國內이다 (Zol1inland).40)

동독과의 경계선은 관세부과의 경계선이 아니다. 獨速聯챔憲法 載判所의 判

例4l)에서도 “황 • 西獨間에 關鏡경계의 設定은 위헌이다”고 判示하고 있다.

이에 반해 東獨關鏡法에 따르면 內獨間의 경계는 關鏡경계이다(동독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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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l 쇼 ;.(]]2 팽~， ~~L 2:1 나 서 l페‘플린地域애 대해서는 언납이 없다). 다만 팩獨의

l~'?J 성 픔에 대 하여 關祝룹 부피-하지 않윤 뿐이다 42 )

PLi쩨뼈에 서 關秘 免脫 對象윤 東獨地域에서 1=.塵되거나 채궐된 商d퍼에 한

하고， 第3國l 의 商 d6이 단순히 WJ폐윤 봉피하는 ;성우에는 관세가 부괴펜다 43)

이지사 問웹가 되는 것은 第3國의 i쩌 l뮤， 이 동독윤 풍과하여 서꽉내료 수입

꾀는 경우， 그리고 束獨iHU이 이 11] 關脫룹 J，!- iL]'했을 띠11， 때獨의 關脫廳 ‘협

frii 이 또한번 關:fJt콸 부파한 수 있는가 하는 點이다. 論理的으로 獨適關脫

i:t J -_(패獨) 關號의 강겨l 선은 1937년 당시 꼭일제국의 균경선이고， 동꼭은

이 국경선같 봉고]-한 i행品에 關&룹 이 n1 부피-했으며， 1973년 이후 西獨은

행;獨政l쩌:의 主權을 인정했으므쿄， 東獨政權의 統治權行使의 하나인 關祝부파

판 인정해야: 히-므로， 西獨i!-xR댄친츠부터의 또한맨의 關鏡부과는 二重듬뽕;j'}t금지의

원칙에 따라 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內獨間의 交었I에 관한 諾1:.li!定뜰，

:'2라 고 「유랍정제공동체의 협익:J과속 특벨합의분서(1957년 3월 25일 ) 에 오직

“束獨內에서 生iili 혹은 채팔된 R휘品 ”에 대해서민 關號릎 면제한 수 있도판

하고 있다.

去來脫(Umsatzsteuer )의 경우， 폐獨↑IlU에서 東獨地;떠i은 免號地域도 課鏡1也;域

도 이-니다. 1980년 1월1일부터 有效한 서독의 去來脫法44l 제 1조 제 1항 Nr.

4에 의하면 東獨i챔j品의 i멘獨內 수입의 경우애 수엽거래세는 면재된다. 그간1

나 西獨政I싼의 統?台權이 R더獨內애 띤 \.1 ] 치 므로 去·來脫의 課脫對象은 오로지

西j해야j에서 이푸어진 :j;→來애 l싸 한다. 따라사 일빈적으로 며獨地域애서 西獨

以外의 地域으또 유출되는 때品에 대해서는 去來脫가 띤제되는페 만해 東獨

t떠域으로 유출되는 商品애 대하여는 免除되지 않는다 45)

그랴나 별도균정에 의해 세금할언을 1받을 수 있다 46 ) 반대로 R펴獨k다·住A 47)

이 j함獨內에서 행한 去來에 대하여는 東獨去-來脫法에 따라 去來脫기- 부과펀

다. 그러나 때獨政府는 f2重課鏡급지의 원칙」에 따라 공來脫활 다시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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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去來짧밟lj度에서는 東獨에 대한 國內取投이 內獨間交易의 경쟁력에 손상

을 가져왔었다. 즉， 이 制度(法)下에서 西獨居住 수출상은 東獨內의 수입상

에게 商品을 발송할 때， 일단 去來鏡를 공제해야 했다(나중에 반환받을 수

。1 2- 、
λλ p I

이에 반하여 東獨內의 外國A 수입상에게는 去來鏡의 事前控除 없이 商品

을 발송할 수 았었다. 즉， 獨i휠A 수입상이 東獨內에서 西獨으로부터 수입

하는 경우에 外國A수입상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이유에 의

해 연방재무성은 연방경제성의 동의 아래 內獨間交易에 관한 特'jJJj去來脫規

定을 신설하여 1968년 7월 1 일부터 對東獨수출의 경우 事前控除制度을 폐

지하였다.

第 7 節 EG 및 GAn으| 諸協約과의 關係

위에서 說明한 바와같이 內獨間交易은， 特히 鏡밟I]上
tJ1- 。
t<; τ: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주벤국가에 主要 關心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유럽경제공동

체의 一員인 西獨이 공동체밖의 第3者와 經濟的 特別關係를 갖는 것은 重

要한 문제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東 · 西獨이 주변국틀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EG의 판족당시 西獨政府는 동독과의 經濟的 特別關係유지를 EWG

協約 부속문서 에서 보장받았다. 이 부속문서 의 명 칭은 “P rotokoll iller den

Innerdeutschen Handel und die darnit zusarnrnenhangenden Fragen

(1957년 3월 22'일자) ，，49) 이 고， 이는 EWG協約의 一部分이다. 이 內容을 要

約하면 다음과 같다.

@ 本協約(EWG - Vertrag) 의 施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미 存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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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內獨!해 交易에 영향윷 n1 치 지 않는다.

Cz) 포뜬 |찌원j 짧?事國은 獨 j찢 l剛츄[U는:f[J[행 以外의 獨;않地域(東獨 t也域을 ;합

싸)과의 交易찢約을 체결함에 있어 I펴 짧約휩， 그 準備， 교섭서류의

일채칠- 디-판 會員 I때 빛 EG위 원회에 풍보한다. 모든 寶뭘國은 同 |값

約이 EG 經濟共[l피\5場의 ;§1; 4 mOllJ 에 워 l페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여

타 會뭘 I행의 國R;經濟애 손상을 n] 칠 일을 하지 않기토 한 合;합에

유의해야 한다.

@ zl-각의 會첩國은 이떤 會녕國l이 “냈獨”피의 交-易，을 풍하여 띠獨에 어

으
E

bf
、
헤 가져윷 가능성을 배제히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플 취힐 수 있다.

EG 會됩國들은 이미 EG 맨-족 당시 혐 약부속서류 (Protokoll )애서 “內獨間

交易”임을 인정하였다. 당시 (19501건도 줍빈)는 西方國들이 東獨政權을 안정

히지 않았을 때였지만， 1972년 束 • 맨獨밟l애 첼:4‘;條約이 체젤되고， EG 쩔

럽國뜰도 東獨을 국기-보 흉전定힌- 이후에도 內獨fI챔交易의 !持別껴j(f&의 合J혐;는

져1 속 1f效하다. 즉， 獨j훨聯*~ 愚法1&*Jj所는 東 . I젠獨 꿇4ζ條*'-J의 위헌여]，L

판젤에서 “비록 來獨이 l여獨파 |꾀팎;한 資格괄 가진 하나의 國家이지만 영:

근lf 핀-게는 깐l표l 國|際關係가 아니며，득히 양목일간의 交易도 제속 國If際交

찢l 이 아니다”라고 판시 했다 50) 유럽 공동체 최고재판소 (Europ하ische Geri

chtshof) 도 “內獨I問交易의 l원別取싸 의 合t法法t:'‘↑?센It

류의 셰속적 유효찰 인정하였다 51)

이 합의사에 의해 西獨政府는 꼭자적으로 즉， 유럽공동~ll (EG) 의 아떠한

채定이나 機채의 간십 또눈 풍세없이，W:獨파으1 5(졌l애 관한 모든 사형을

決定할 수 있다 52)

위에 說明펜- 內獨間交쳐I애 l꾀 한 :fulft해JJ l표토 인히} 東獨i商品이 싼값으로 西

獨을 봉해 EG共피Jrll"歲에 뜰어잘 기

경유 , 여 티타~치세11 3의 EG 國으호으1 1콰수출은 IfI H!交짖I을 j;~定힌- EWGI%JJ約 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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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條 및 第10條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54) 또한 西獨政府는 內獨間交易으로

여타 EG會員國들의 國民經濟를 손상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으므로 각별히

注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수입가격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55) 따라서 東獨과 西獨間의 自由寶易(鏡金관계에서) , 西獨과 EG會員國

間의 自由贊易으로 인해 東獨이 EG會員國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예를

들어 東獨商品이 英國으로 수출될 경우， 英國政府는 東獨으로부터의 수입商

品에 일반 EG關親를 부과한다.

GATT協定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도 內獨間交易의 特딩Jj取

폈은 인 정 되 고 있 다. 즉， 이 協定 의 Torquay - Protoko1l56
)에 서 “西獨 의

(GATT) 加入으로 獨速塵 商品의 內獨間交易에 관하여 現在 (加入 당시)

存在하는 規定이나 現在의 交易狀態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第 8 節 東 · 랜獨間 交易의 크기 및 種類

內獨間交易의 총체적 크기는 〈表 - 7) 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도에 총

14，056백 만 VE이다. 이중 서독을 중심으로 하여 수출 7，406백만 VE, J::. 01
←「닙

6，650백 만 VE이 다. 물론 이 표에 나타난 수치는 公式的인 交易量을 나타

내고 있으며， 초기에는 특히 東 · 西獨間에 철책션이 구축되기 이전(1952년) ,

그리고 베를런 장벽이 설치 ( 1961년 8월 13일 ) 되기 이전에는 民間A간의

私的인 또는 밀교역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으리라고 추축된다 57) 交易量의

증가율에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1950년도보다 1987년도에

는 약 19배로 증가하였다( 1985년도에는 20배 ). 內獨間 交易은 50-60년대에

정치적인 이유58)에서 임시적으로 감소되었다. 운송수단으로 1987년 무게 기

준교역량의 빈-이상이 그리고 가격기준 %이상이 철도편으로， 가격기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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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 그리고 무가l 기 준 %가까이가 운송차링펜으호 틱-송되었다 59 ) 1982년에

익 6.000간 의 交칭，꽃約이 62개 의 갱i獨 iMU 원易會社외 6~7천개 의 P피獨↑떼 企

業|례에 이루아졌다 60 ) 62↑|례의 束獨剛 줬易會社는 콸폰 섭졌j省산하 公企業이다(;1)

1986년도 jι 액 밤j I넓을 기준으보， 서독측은 잔체수출의 39.7% 전체수입의 43.

7%기 원자재였고， 전체수출의 28.3% 수입의 14.7%가 투자재였고， 수출의

12.7% 수입의 28.6%가 소1:11재이었다 (2 )

〈表 - 7) 內獨聞交易를( 1 952~ 1987年 )

(단위 : 백만VE)

年 lfE #꾀獨으1 스l 츠딘 서독의 수입 뇨l역총팽:
교역증가율

(전년대비)

1950 330.0 414.6 7,44.6

1951 141.4 145.3 286.7 -61.5

1952 178.4 220.~1 398.8 +36.9

mω않 271.3 306.9 578.1 +45.0

1954 454.4 449.7 904.2 十56.4

1955 562.6 587.9 1,150.5 +27.2

1956 699.2 653.4 1,352.7 +17.6

1957 845.9 817.3 1,663.3 +23.0

1958 800.4 858.2 1,658.6 0.3

1959 1,078.6 891.7 1,970.3 +18.8

1960 959.5 1,122.4 2,082.0 + 5.5

1961 872.9 940.9 1,813.8 -12.9

1962 852.7 914.4 1,767.1 - 2.6

1963 859.6 1,022.3 1,881.9 + 6.5

1964 1,151.0 1,027.4 2,178.4 +15.8

1965 1,206.1 1,260.4 2,466.5 +13.2

1966 1,625.3 1,345.4 2,970.7 +20.4

1967 1,483.0 1,263.9 2,746.9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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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누ζ H더獨의 햄4μ R디獨의 에” λ ￡易總 t터:
交易1떤no率

(前年對比)

1968 1,422.2 1,439.5 2,861.7 + 4.5

1969 2,271.8 1,656.3 3,928.1 +36.8

1970 2,415.5 1,996.0 4,411.5 +12.3

1971 2,498.6 2,318.7 4,817.3 +10.4

1972 2,927.4 2,380.9 5,303.3 +10.2

1973 2,998.4 2,659.5 5,657.9 + 6.6

1974 3,670.8 3,252.4 6,923.3 +22.4

1975 3,921.5 3,342.3 7,263.9 + 4.9

1976 4,268.7 3,876.7 8,145.4 +12.1

1977 4,409.4 3,961.0 8,370.4 + 2.8

1978 4,574.9 3,899.9 8,474.8 + 1.2

1979 4,719.6 4,588.9 9,308.5 + 9.8

1980 5,293.2 5,579.0 10,872.2 +16.8

1981 5,575.1 6,050.6 11,625.7 + 6.9

1982 6,382.3 6,639.3 13,021.6 +12.0

1983 6,947.0 6,878.0 13,825.0 + 6.1

1984 6,408.0 7,744.0 14,152.0 + 2.3

1985 7,901.0 7,636.0 15,537.0 + 9.7

1986 7,454.0 6,844.0 14,298.0 - 7.9

1987 7,406.0 6,650.0 14,056.0 - 1.7

西獨뼈에서 內獨間交易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기준 전체수출의 1.4%

로 수출대상국중 동독이 14위 (소련 13위 ， 핀란드 15위 ) , 전체수입의 1.6%

로 역시 14위 이 다. 이 통계치로 볼 때 내독간교역이 西獨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 반면 東獨中心으로 보면 전체 東獨의 對外交易量中 內

獨交易量이 8.3%~료 西獨은 2번째로 큰 東獨의 交易相對國이다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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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9 節 東 · 西獨聞 交易의 政治 · 經濟的 意味

이미 언급한 1:1 ]-와진-이 內獨間交짖l이 뺀i J해經팎에 0] 치 는 영헝:은 u]] 우 적다.

따라서 ::'1 ;1댐~ n*는 판i獨立樓애서는 政펴EI)~ 측떤에서 찾아야 힐 것이다(바)

특히 1950떤 대 西1해政써:는 i젠獨 서 tIl]룹렌간의 [I 任l 로」운 通行윤 保|않 1꾀-기

위 하여 內獨間交易을 하나의 |찌i챔카뜨로 뺏rtf 히-였다 fi5) 즉， 1950년 東獨측이

사베룹린에 대히여 電力싸針을 l띤뼈f 히-았올 때 이에 대응하여 交찢，때談을

증단하였고， 1951년 11월부터 1952년 5월까지 서꽉-서 n]]블린간의 iiL똥을 소

런군과 束獨뼈아 빙-해했을 I매 일치l 의 if.찢I을 중~t했었고， 1955년 4월 東獨

뼈이 j휠路使用料 ( t~] 될- 런 - 서목간 y:..힘)룹 올댔을 때에 이에 대응하여 R￥i 샤t，

送)1*發給을 rtf JI: 하였다 fifi ) 갤국 때獨政)짜는 1960 1잔딴 “비l룹런 |찌約의 해지”

룹 通告하였다. 그 이유는 東獨베이 東 . I펜 베룹런 경제선의 풍제깅화와 서

배달린주印의 서꼭정부 벌행 여권불인정， 서꽉-서베뜰렌간의 화붉차링: 통행

빙해 동에 대한 반발이었다 fi7 ) 견피는 폐獨떼의 생j待대로 되지 않-끄， 오히

려 *獨↑배으보 ]il터 “資JII:드는義 l행l家뜰 득혀 i캔i獨으로 부터 경제적 꽉램”을

위한 운동 (“Stδrfre imachun용~)을 선개하노복 하게 되었다. 힌-떤 東獨은 塵

業構造활 f=1 立經濟體해Ij로 버-꾸고， I생i ，~j~수입선윤 社寶主義國l家쪽으토 바꾸펴고

노략하였디커H ) 束獨↑Wl으] 11냄Ij도 성공하지 봇하여 1962년에는 =1 週動l도 포

기하였다. 왜냐하면 lTd:會主義뼈家탑반으보부터 으l 商品 l剛入은- 充分헤-지 끗했기

때문이다. 서포 政j台的으로 날-;1-둡게 대핍펀 ::'L 당시의 兩獨i짧은 제속 協

i씹j허 이 지금끼지 有效힌 Bεdin 펴約으1 ill(正이l 合意허-였다 1비를랜|찌約의

|찌約해지조항괴 싱-품송장 딴갑유.iiI.-룹- 봉해 r-g디獨 -- t~l 룹 린 」건 의 自 r1i로운 通

1J-블- 、나장민-으려는 i떤獨政}써: 의 시도는 1961 년 1월 한맨 더 마지막으쿄) 있

었고， 결국 1967년 8월 협약해지조멍-윤 원-선히 삭제함으로써 완전히 포기퍼

았다 70 ) 씨獨 IUJ交易의 뿔L，*，:J패 입디‘l수년-(서팍정부의 생 ·4) 이외애 너욱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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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味는 兩獨速地域間의 同質性유지에 있다 71 )

東獨의 立場에서 內獨間交易의 意味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經i齊的 측

면에 있다. 東獨政府도 內獨間交易을 통해 民族的 同質性을 保護한다는 立

場은 1960년대 말까지 西獨政府와 同←→하였다(적 어도 外的으로는) 72J. 따라서

처음에는 東獨政府도 內獨間交易의 特珠性을 認定하였다(內獨關係전반에 걸

쳐) 73). 東獨測익 立場變化는 60년대 말에 나타났다 74) 즉， 獨速問題를 보는

立場이 서서히 변하면서 內獨간의 특별한 經濟關係도 否定하기 시작했다.

결국 1967년 땅시까지의 “賢易 및 內獨間交易省”의 명칭을 “쉴易省”으로

改稱하였다. 이때부터 東獨에서는 內獨間交易을 보통의 國家間交易으로 取폈

하게 되었다. 즉 이때부터 內獨間交易은 다른 보통의 國際去來와 마찬가지

의 法規률 적흉하고， 관계관청도 구별하지 않고 있다.

東獨測은 이퍼한 멈身들의 基本立場 變化에도 불구하고 「東 · 西獨基本條

約」에서 “현재(당시) 存在하는 內獨間交易의 밟I]度위에서 交易을 확대발전시

킬 것”을 약속하였다 75)

東 · 西獨 모두 「內獨間交易」을 확대발전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합의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東獨의 經濟的 能力이 부족하다

는 점에 있다. 물론 이는 모든 社會主義國家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問題點이기도 하다. 좋은 商品을 싼값에 생산하여 西獨에 수출한다면 수출

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곧 西獨의 商品을 보다 많이 購買할 수 있는

최선의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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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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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合議全文 : Rauschning D. ( .. vertr다'ge .. ) 11-14띤 .

15) Doehring, K. 52면 이하

16) Potsdam宣 펀全文 : Rauschning 21-34띤 .

17) Link , W. 15 1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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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Mampel, S. ( U) 456'낀 이 히 , 5091[:1.

22) Brunner /Meiβner 921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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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Juling, P. 920면 이 하.

25) Juling , P. 920 1건 이 히

26) Wilms , D. 100면 이 하.

27) 全文 Rauschaing i ( ..vertrage .. ) 45띤 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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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Rumpf , H.. 263면 .

36) Rumpf, H.. 262면 이 하.

37) Zieger , G. Der Warschauer Pakt 31면 이하.

38) Hacker , J. (Sukgession) 8면 Hacker, J (Rechtsstatus Deutschlands)

52면 .

39) Hacker , J.(Rechtstatus Deutschlands) 133-134면 .

40) Brandweiner, H. 497면 .

41) Oeser , E. /1. 85변 .

42) Schuster, R. (staatliche Existenz) 168면 .

43) Zieger , G. (staatsburgerschaftsgesetz) 8면 .

44) Hacker , J. (Kont6deration) 3면 이 하.

45) Entwicklung der Beziehungen·· 26면 .

46)

47)

48)

49)

50)

51) Nawrocki , J. 46-47면 .

52) Nawrocki , J. 47면 .

53) 모스크바條約 (70년 8월 12일 체결) , 바르샤바條約 ( 70년 12월 7일 ) , 四大

國條約(베를린문제， 71년 9월 3일 ) , 交通에 관한 條約(東 · 西獨間， 72년 5

월 26일 ) , 東 • 西獨基本條約 (72년 12월 21 일 체결) 프라그條約 (73년 12월

11일 )의 全-文 : Rauschning ( .. Vertrage .. )121-231면.

54) 全文 : Blumenwitz, D. (Dokument en-Band)73-74면 .

55) Nawrocki , J. 50변 이 하.

56) Honecker, E는 89년 여름 이후 계속된 東獨住民의 集團脫出및 改童要求

로 다시 89년 10월에 失빼되고 Krenz가 登場한다. (第三章 참조).

57) 全文 : Rauschning, D.( .. Ventrage )l23면 .

58) Rumpf. H. 268-269면 ， Wilms, D. 104-105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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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Nawrocki , J. 66변 .

Nawrocki , J. 68맨 .

Nawrocki , J. 66~71변 .

의)) 까 위 힌심사청구는 講햄의 |펴意 9일 전(73년 6월 6일 ) 이 었고， 그 판결 ( 73

년 7월 31일 ) 은 이미 l때 會l피펴: 에 핀힌 書類交換 ( 73년 6원 20일 ) 으 로， [n]

條짜J의 效 )J이 發生한 이후에 이J쥬아졌다. 판첼전분 : Rauschning, D. 173

띤 이하.

GO) Nawrocki, J. 72변 .

(1) Nawrocki , J. 76 1건 .

(2) Nawrocki , J. 72~79띤 .

(3) Nawrocki , J. 58 1펜 .

(4) Nawrocki , .J. 57~67먼 i

(5) 예 ; 전젠 에 “Das 、foIl‘ der DDI{"• “Arbeiter und Bauern"으로 제1조에

“Deutsche " 외 “Nation"은 “Arbeit er und Bauern" 으보 제6 조 에 “vom

deutschen 、folk " 는 “vom Volk" 료 또 힌 김 은 fin6조애 치nternat ionale

Vep f1ichtungen aller Deutschen"은 “internat ionale pflichten"으표 띤경 되

(6)

(7)

(8)

69) 文化|값定싹文 : Ranschning, D. ( .. Vertr싫e) 232~236변 .

침고 : Winters, Peter-- Jochen 113띤 이 허 .

70) Baumann, W. - R. 118떤 빛 L28-129민 .

71) 일간지 IFrankfurter Al lgemeine J, 89. 11. 10앨자. 세 l띤 .

72) 일간지 rFrankfurter Al lgemeine J, 89. 11. 10일자. 2변 .

第 2 章 〈註〉

註 ]) Wettig, G 4-5밴 .

2) I獨않A J이 란 웰4=파 第 116條에 5£義되 이 있다. 즉， 第 116條애 따라 束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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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ttig, G.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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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ettig, G. 7면 .

7) Ausklinfte A-Z 99면 .

8) DDR- Handbuch 635면 ， Wettig, G. 6면 .

8a) Nawrocki, J. 32-33면 .

9) Ausklinfte A-Z 80면 DDR- Handbuch 630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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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DR- Handbuch 630면 .

12) Wettig, G. 9-10면 ， DDR- Handbuch 976-977면 .

13) DDR- Handbuch 976~977면 .

14) Wettig, G. 10변 .

15) DDR- Handbuch 977면 .

16) Zahlenspiegel 124면 ， DDR- Handbuch 635변 .

17) 全文， I~auschning， D. ( .. Vertrage) 81-96면 .

18) 全文， Rauschning, D. ( .. Vertrage) 114-119면 .

19) 全文， Rauschning， D. (··Vertrage) 97-113면 .

20) 全文， Rauschning, D. ( .. Vertr장'ge) 218~ 230면 .

21) 全文， I~auschning， D. ( .. Vertr강ge) 163-172변 .

22) Wettig, G. 19-20변.

23) Wettig, G. 21면 ， Nawrocki, J. 56변 .

24) Wettig, G. 59면 .

25) Wettig, G. 6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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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DDR- Handbuch. 632떤 .

22) DDIιHandbuch 6:12 1션 ， Munnich, D. III밴 Grosser , W. 10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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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相對方을 公式的으로 認定하지 않았으므로 國名사용을 피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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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44면 . Kupper , Siegfried “Der Innerdeutsche Handel" Ko1n, 197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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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本章에서 그 差異를 설명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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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Lambrecht. H 12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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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서 14면 ，

17) Lambrecht H. 14면 .

18) Federau, Fritz, Der Interzonenhandel Deutschlands von 1946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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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Rosch , Frang: Au βenwirtschaft der DDR und innerdeutsche Wirts

chaftsbeziehung 94만 in : (Herausgegeben von) Gottfried Zieger und

Gernot Gutmann “ Au βenwirtschaft der DDR und innerdeutsche

Wirtschaftsbegiehungen" Berlin(Dunkler & Humblot 1986)

29) 196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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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즙E機關 (Treuhandstelle fUr Industrie und Handel: TSI)로 띤경되었다.

DDR- Handbuch 644맨 . Lambrecht 전제서 15면 .

31) Berlin 협 약의 Anlage 1-4.

32) Lambrecht 진제시 17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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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Bopp 잔게서 401낀 i

35) Lambrecht 전게샤 24 1낀 .

36) Bopp 선세서 13~16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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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Bopp 전세서 43~45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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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錄〉

東·西獨間

通行 · 通信 · 通商에 관한 各種 協約觀譯t

〈觸譯 賣任〉

• 通行·通信 分野

李銀榮 敎授(外大)

• 通商 分野

權五乘 敎授(慶熙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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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東 · 西獨聞 基本關係에 관한 條約

<Vertrag Uber die Grundlagen der Beziehe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l)

前 文

條約練結 最高當事者는 平和維持의 責任을 전제로，

유럽의 緊張繹和와 安定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유럽국가간의 基本的인 平和條件을 위해 國境不可f풀과 領土宗主權 및 主

權을 존중하고，

역사적 현실의 인정하에 양국의 관계에서 權力의 威聲이나 使用이 排除되

며， 基本的인 國家問題에 대한 兩國의 意見은 존중된다는 認識아래 양국가

의 國民福社를 위한 共同作業의 前提條件을 설정한다는 意圖에서 다음과 같

이 合意한다.

제 l 조

兩國은 상호 同等資格(Gleichberechtigung)의 原則아래 正常的인 友해關係

의 發展을 도모한다.

제 2 조

兩國은 國際聯合憲章(Charta der Vereinten Nationen) 의 팀 標와 原則，

특히 國家主權익 平等， 自主， 自立， 領土宗主權의 尊重， 自決權， 基本權의

註 1) {Dokumentation zu den innerdeutsehen Beziehungen- Abmaehungen

und Erkl폐rungen) Herausgegeben vom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앙sregierung(Clausen & Bosse, Leek, 1989) p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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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쐐， 빡중한i l) 1J 등~완 i慶 r、F해 이; 한다.

지11 3 조

兩뼈은 빼|際l佛合慮·章에 따라 중대문제룹 꾸til 的 인 手段만으로 해결하고，

健)]의 lli\Z齊이나 使J+J을 배제한다.

兩國은 현재나 fJ] 래 에도 國l갚 으l 不可f윷을 保짧허고， 領.::1: 宗主權을 조컨없

이 존중힐- 義~~콜 진다.

제 4조

兩國은 |때 l際的으로 ;f1:I對國을 ↑~:F멍-하거 나 그의 名稱으로 行動하지 않는다.

제 5 조

兩I뼈은 유덤l놔가간의 平和的인 關係흘 증진시키고， 유럽의 安定과 共 l司作

業-에 펌:l떠한다.

배겨國은 關 l佛 I때 의 'ii:-全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유덤에 있어서 戰l해 力과 戰

l뼈裝網의 II찌少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h꺼 國l은 一 j~;t u션 이 고 完원한*佈lhiQ쩌~j 의 뎌↑밍이-래 效果的언 國|際安定의 統

해IJ플 위한 戰|해力야IJ I없 피 t함 h힘까iQ k.1~; ， 꽉히 核武당샤외 다른 大量}혈殺武器의 쉬뒀

tJJ\G內 에 서 의 II쩌縮노력을 지지한다.

제 6조

兩l행은 각- 最댐國家權力이 자신의 領域내에 띠친다는 原則에 입각한다.

兩|핵은 內外 國家事務에 있어서 각균의 自主性과 自立性을 존중한다.

제 7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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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國은 關係確定의 進行에 있어서 實際的이고 A道主義的인 問題들을 規

律할 準備가 되었음을 公表한다. 兩國은 본 條約을 기초로 또는 兩國의

利益을 위해 經濟， 學問과 技術， 通行， 法的 去來 (Reschtsverkehrs ) , 郵便

및 長距離通信業務， 衛生， 文化， 스포츠， 環境保護 빛 다른 분야에서 共同

作業을 개시하고 추진하기 위한 協約을 線結한다. 個別的인 問題는 追加

議定書에 規定한다.

제 8 조

兩國은 常任代쫓 (st삶ldige vertretungen) 를 交換한다. 常任代表는 각 政府

의 立場을 代辯한다. 代表의 組織과 관련된 實際的인 問題는 追後에 規定

한다.

제 9 조

兩國은 본 條杓으로 이섣이l 체결하였거나 양국 또는 多數국가가 관련된

國際條約 또는 協定을 變更하지 않음을 合意한다.

제 10 조

본 條約은 批浩해야하고， 文書交換시 施行된다.

基魔文書는 統結 最高當事者의 全權代理A이 批準한다.

1972년 12월 12일 베를린에서 獨速語 1£副本 2부

서독대표 EgOIl Bahr

동독대표 Michael Kohl

￥文書交換은 1973年 6 月 20 日 에 Bonn에 서 이루어졌고， 本條杓은 1973年

6月 21日 부터 施行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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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東 · 西獨間 通行問題에 관한 條約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ber Fragen des Verkehrs)

前 文

兩國은 유렵의 짧張鍵和룹 위해 기여하고， 해互 獨立된 國家로서 兩國의

軟購한 友채關係룹 發展시키려는- 의도 아래 國境을 넘어 兩國의 統i台領;城內

로 또는 ;通過하는 A的 通行 및 物[I션 通行問짧룹 }싸律히고자，

잠意하여，

이 條約을 絲·結힌다.

제 1 장 -般降I頁

제 1조

(1) 條約의 對象은 4‘;條約이 띠치는 領:t야에서 許可 또는 登錄펀 運送手

i갔으로 道路， 觸'J찮， 運河애서 이루어지는 兩l폐間의 交換i밟行 및 j밟i댐通行이

다-이하에서는 通行(Verkehr )이라 약칭한다.

특정힌 운송수단의 사용예 관한 국내댐조항은 관제되지 않는다.

(2) 條約國은 相互主.義(Gegenseitigkeit) 와 괄간섭주의애 관한 I행II際社尊의

{힘行애맞게 :fr ill핵 의 K流 f台領‘域0J료 또는 通j댐히-눈 j없n'올 가능한 한 넓은 ilitt

團에서 보장하고， 便宜를 提供하고， "ijl能힌 有效힌 싱태가 되도펀- 힐- 義務

가 있다.

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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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行은 이 條約에 다른 規定이 없는 한 各國의 法에 {衣據하고， 그範圍

에서 施行된다.

제 3 조

(1) 通行者는 相對 條約國에서 公的 通行을 위해서 許可된 通行施設을

便用할 수 있다‘

(2) 條約國은 自身의 領域을 지나는 通過通行을 위해서 一定한 通行路를

指定한 경우에는 通過通行이 可能한 유효상태가 되도록 出發地쁘을 管理하

여야 한다.

제 4조

通行은 미리 準備된 國境通過地點에서 이루어진다. 變更事項에 관해서는

兩國의 通行管掌長官間의 協議에 의한다.

제 5 조

相對 條約國에서 許可되거나 登錄된 運送手段에 관한 行政證書 및 運送手

段의 運轉資格에 관한 行政證書는 本 條約 제20조에서 다른 合意가 없는

한 相표 承認한다.

通行者는 條約國의 權限있는 官廳이 交付한 國境出入에 관한 行政흉證을

提示하여야 한다.

제 6 조

(1) 일정 한 通行關聯 鏡金과 手數料는 總類精算 (Pauschalabgeltung )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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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뼈行쉽·가 懶帶한- 1ii~行便댐 렛 패費찌 lf~ 에 대해서논 出入5縣k 및 기

타 T數料릎 免除힌다.

運送 To ~~ 6Jl 있는 ←→般觸帶 據↑)혐 :1;111.\ *，1- 및 f짧↑fill윤환우r， 裝↑폐 l꾀 ， 補充꾀， I애

1빼品에 대해서는 出入 5料兌 및 기타 手數料꽉 받지 않는다.

제 7 초

(1) 각 條約國은 그의 領域에서 發生힌 1자써{~피- 海뺑t시 故|첼서어비스， 運

搬서야비스， 衛生보호， :t빙돼해j IIJJ , fF허용J易補助 풍 必、需的언 補Il;!J 괄 짧싸하도

콕 엠Dr盧한다.

(2) 海쐐;파 %跳시 펠요한 調월 및 記錄文書11~ J»<;은 事故地法애 의한다.

掛폼淸算을 위해 펠요한 記錄:文;펌‘는 싱호 送達힌다.

제 8조

遺~유狀態， 대'::，:(-꼬. 自動}t펴쟁짧j셨의 파::~덴 JML 종요한 f증 ~m辦.遊路， 水深， J.k{:Ii:

狀態， 水門作핑i1J H환 !해 ， 칸u :j강몇j 銷 및 j밟行J웰됐에 판련한 ‘|펌報뜸 싱호 提供한

디.

제 9 초

條約 l패은 최대한 간단하고 유효한 通行이 이루어지도록 채對條원'1 1패의 l밟l

j훨通行을 奏效허 가l 하는 趣찢 N-I핍IJ파 寶行에 관한 情報를 提供하고 필요시

쉽;見을- 交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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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2 장 鐵道 通行( E i sen ba hn verkeh r )

제 10 조

(1) 鐵道通行시 IE規運行과 臨時運行의 汽車時間表와 族行運行을 위한 配

置汽車의 II頂序는 通行量을 고려하여 汽車時間表에 관한 國際會議나 條約園

의 권한있는 上位機關間에 合意한다.

(2) 갑자기 i흩l行量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鐵道運營上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가로 汽車를 配置할 것을 合意한다.

제 11 조

(1) 乘客과 手倚物의 運送에 관해서는 鐵道乘客 및 手빠物 通行에 관한

國際協定 (ClV)과 그 追加協定이 適用된다.

(2) 貨物運送에 관해서는 鐵道貨物通行에 관한 國際協定 (ClM)과 그 追加

協定이 適用된다.

제 12 조

(1) 本 條約에서 國境線路區間 (Grenzstrecke )이란 각 條約國의 國境鐵道購

間 通過鐵道區間--→副次的으로 所在 營業事務所를 포함한-←領域을 말한

다. 國境線路區間에서 각 條約國의 領域은 各國의 法規定이 적용된다. 鐵道

營業規定도 마찬까지다. 예외는 합의할 수 있다.

(2) 각 鐵道行政官廳은 그의 國境線路區間에 있는 鐵道設備 및 施設을

維持， 藍規， 保守한다. 본 조약에 예외가 없는 한 합의할 수 있다.

(3) 각 條約國의 권한있는 上位機關은 通行이 奏效하도록 設備計훌IJ變更과

國境線路區間 및 國境鐵道羅에 관한 技術를 相互 알려준다.

(4) 鐵道行政합廳은 通行이 이루어질 때 國境線路區間을 維持， 몽도規， 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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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찢한- n￥ WJ뜰 調뺏양한다.

(5) 鐵道行政힘廳은 싱-대 條約國내에 있는 핫全設備와 長距離;通信設↑뼈를

싸IIfL( 6 ) 兩 條約國 鐵i훨營業;機關 N웹에 설치된 長距離通{콤送電은 鐵道業務←c. i밟
報II권에만 使用힌다. 이 送電은 汽lt{ ~떠이나 公l꺼 ;通信網파 連結하지 않는다.

(7) 國행淑路I끓間에서의 鐵i효通行寶t뻐애 핀힌 711 1펀문제는 1펠도보 合意힌다.

제 13 조

(1) 運輔者와 運行護送A애 관한 論미]은 때互 認定한다.

(2) 相對條約파!에서 f王命한 輝t J홉ri- j앉屬f庸A은 그 國家의 빼務服裝을 쳐홉用

힌다. 鐵道屬備A은 tf:l對國의 鐵道行政~뻐務J;J1I，定을 i훌守해야 한다. 鐵遺屬備A

의 職務i짧行에 必、要한 擺帶使1캠 빛 j넙 ←費物品은 脫金SIr 手數料가 免除된다.

國境鐵道輝에서 鐵‘i효屬 t庸A은 休첩、?맏問윤 自 냥|롭게 利用한다. 펠요한 경우

鐵道屬備A에게 衛生補ll}J룹- 提供한다.

제 14 조

(1) 東獨은 i펜獨汽車가 때獨으1 Heringen /Werra올 經由하여 H:\發히 거나

(nach und von) Gerstungen과 Dankmarshausen 1해 東獨鐵遺區間윤 通過하

貨物j벼行H캉 :2 :t也城으1 Kali生 iRk物과 關係되는한 通行을 홉전5E한다. 이

뼈行에 펀-힌 혐j業的 또는 營業的 條件·은- 별도로 合意한다.

(2) Heringen /Werra애 서 東獨으호 기-는 또는 第3 1행l 家 에 서 이 地;域을

j없j웹 하는 Kali納 送 은 l힘 接的으로 國境鐵j훌騙인 Gerstungen로 단 I i度 띈 다.

Gerstungen 011 서 의 @폐境手휴한物發送은 西獨의 Bera/東獨의 Gerstungen間 關

境通過發送펴 같은 方法으로 이루어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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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1) 東獨은 뼈獨汽車가 西獨鐵道購 Obersuhl를 通過하거나 經由하여 國境

線路區間을 넘어 東獨을 通過하는 鐵道運行을 承認한다. 이에는 線路區間，

紙上建葉物 및 附屬施設에 필요한 지대의 (Gelandes ) 無料를 포함한다. 東獨

의 國境線路區 f댐은 西獨이 그의 費用으로 藍規，推持한다. 이로 인해

Bebra /Gerstungen간의 國境通行은 f훌害되지 않는다.

(2) 東獨은 댐獨汽車가 西獨鐵道羅 Schwebde와 東獨鐵道譯 Helda간 國

境線路區間을 넘어 東獨의 領域을 通過하는 鐵道運行을 본조 1항에서 合意

한 것과 同一한 條件으로 承認한다.

제 16 조

西獨은 東獨汽車가 Wartha /Werra -Gerstungen 複線國境線路區間을 넘어

西獨領域을 通過하는 鐵道운행을 承認한다. 이 區間은 東獨에서 그의 費用

과 屬f庸A으로 維持， 몽효*見， 補修한다. 이에는 線路區間， 紙上建集物 및 附

屬施設에 필요한 지대의 無料도 包含된다.

제 3장 內陸船船通行( Bi n n en schiffsverkehr)

제 17 조

(1) 條約國은 그의 領域에서 JE速하고 經濟的인 船船運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運河船海를 위한 許可는 요구하지 않는다.

제 1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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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I I 때 11!{i ,Y,"J I폐91 港 I I 와 때 flli사이 의 많아씨運送u감海쉽짖1 )은- til對 l뼈 의 權

|싸있는 ]‘~. H넨 9 1 *~，別한 誌 liJ뜰 요한다.

(2) 씨 l對條杓 l행에 서 i밟 j웬運行의 歸i센으로서 1문物을 i軍送힐 I에 애 는- 認j괴·룹

요하지 않는다.

지11 1 9 조

(1) 船휩:場이 指定되었을 때이]는 4: 條杓 제 17조 1 항에 의한다. 이 밖

에 꽉l쉰 히 Wf可·뭔 lUI}積場은 內I낼깨십船의 乘~貝 u쩔올 해:;짧힌다.

(2) 船훨場이 지정되이 있는 한， ti; 뺏t 運~Jt中 lr" ~차病， 自然%害와 같은

~f'常 낼~. 態 시 關 II絲 條원J國의 權l파있는 띤廳‘의 要求나 |퍼첩에 의해 船;海中 Jr，

또는 다른 많i合한 lUI}蕭j졌에 의 上|댈이 許可턴다. 깨십長은 非땀事態 u꽁 船째:中

lL 빛 ::L 決定的인 1없 l꾀괄 權I써있는 官廳에 報쉰f해야 한디.

(3) 파水， f117k f}[, if,jliJJ<., 海뺏/I'애 의 해 *뽑*쩔運 fτ °1 거 의 不Ti}펴E젠 경우에

는 까l互 貨!찌I 의 원" :;'1 심 기 니- I지 |햇}빠 }뻐 으1 집부리기월 保|앓-한다. 에싱되는 꿇r

7'1 심 기 나 집부 ~1가는 권한있는 판청에 풍]낀히1 야 페-고， 그 판청에 한정을

확인한 경우에 효력이 반생한다.

제 20 조

(1) 本 條約 제 5 조에 의한 짧-합의 :til互承認은 內 I탤‘깨!i채|‘|제it빠의 경우

Elbe江괴 M ittelandkanal運M애 관해서 交付히는 資格i띔明 -뿔‘에 대해서도 適

Jff펀다. 東獨의 JlJ뼈l‘ I w登明寶는 d다獨의 內|짧뻐u따網의 效力範I量l 애 속하는 運河

에 대해서 承認된디.

(2) 相對條約l혜의 필요이상의 빠l닝Ij船海爾明이나 船海|찌會를 통한 디른 條

約國으보의 內|짧運河船파는 그 條約國의 權限있는 官I總의 認llJ기- 있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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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條約國의 水路使用에 관한 法에 規定된 據뼈IJ을 초과한 個Jjlj船海證明이

나 船船協會는 펼요이상으로 본다.

(3) 水泳器具나 物件은 輸送할 수 있고， 新造船船은 강 I t度된다. 運動用보

트， 廳走用 보트 및 기타 個A的인 水路船海證明은 甲板船積物이나 명船으

로 運送된다.

(4) 正規統路가 정하여 진 경우 이를 離脫하려면 權限있는 官廳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 21조

內陸船船이 保鏡入庫貨物貨易 (Transport von Gutern unter Zollverschluβ)

에 관한 國際慣例上 許可를 받았을 경우에 保鏡入庫로 認定된다. 保鏡入庫

施設의 通報로서 保鏡入庫承認이 認定된다.

제 22 조

水門， 船船起重機， 船船船著場 등 運河使用에 관련한 鏡金 및 手數料는

그 法規定에 의한다.

제 23조

條約國은 Elbe江 472.6Km부터 566.3Km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內陸船船通

行을 완전히 保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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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自 動車通行( Kraftverkehr)

새 24 조

(1) J.fi: 條約에 서 營’業的 1IrX客 j~떼送 (gewerbl ich Personenbef6"rderung) 이 란

펀뼈l 車 및 그 |써 1짧物로서 ;힘1S1 또는- 협j業。{，J으로 旅客을 輪送하는 것올 받

한다.

(2) 本 條約에서 自짧IJ펌 貨!까nli때送이런 1:3휩OJ I담 빛 그 附j짧物쿄 하는 營

뿔的인 貨物 빛 j京料i벼行을 말한다.

제 25 조

(1) 각 條約國은 }빼Mt- 1*客 :Ii훨行을 위 한 營業的 輪送파 自 짧lJ i홈貨物剛送에

대해서는 채互主義-에 입 z1-하-여 그의 쉬iJl :r-J)\(.애 틀어오거나 通過할 때는 許可節

'If:.에 관한 法이 j랩i用되 지 않는다.

(2) 한 條約國의 企業이 路빼l니스I옹행 이l 의한 營業’的 1*찜Z輪送을- 위해

다띈 條約國에 뜰어기-거나 :iill:h냉할 띠}에는 ~1 條約國의 輪送許 fir룹 l펜6j.이:

한다.

(3) 각 條約國은 자신의 짧域으로 플어오는 營業的 1*客輪送 빛 1월때輪

送이 단순히 領域을 通i댐하는 경우에논 許可애 판한 法을 週l用되 지 않는

다.

제 26 조

運行關빠 建物 빛 裝1i1i!기- 許 Ifft뻐城에서 적용-되는 條項에 ;fru훨하는 힌 상

호 충분한 것으갚- 본다. 찬l對 條約國에서 규정한 量피- 무게를 超j웹한 $貞

휩M끼을 포함한 틴動車 빛 I附屬秋l의 運:ff은 :~L 條約|때에 뜰아가거나 通;펴혈

때애늪 예외삭으il~ 權뼈있는 官應의 i깐' wI룹 멘아야 힌다.

-80-



제 27조

通行이 許可된 自動車는 責任保險에 가입하여야 한다. 自動車事故로 인한

指害暗慣協商은 特別規定의 對象이다.

제 28 조

道路貨物輸送에 관해서는 다음의 協定들이 적용된다.

- Canets TIR: 國際商品運送에 관한 1959. 1. 29 關鏡協定

-危險한 貨物의 國際道路輸送에 관한 1957. 9. 30 유럽協定 (ADR )

저 1 5 장 海路通行(Seeverkeh r)

제 29 조

(1) 條約國은 貨物의 運送 및 倚投을 위해 港口 및 海路通行施設을 상

호 使用하도록 한다. 條約國은 그의 港口에서 相對 條約國의 船船을 다른

國家의 船船과 同-하게 取級한다. 특히， 手倚物 發送， 手數料 및 關脫을

徵收， 港口의 딛由接近 및 使用에 대해서 保障한다.

(2) 한 條約國의 船雄를 달고 다른 條約國으로 들어가거나 通過하는 船

船의 貨物運送은 가능하다. 다른 條約國의 坤頭와 港口間의 貨物輸送u감海質

易 Kabotage)은 權限있는 官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1. 한 條約國의 船雄를 단 船船이 그 法에 의한 國籍證明書를 가지고

船海하는 때에는 그 條約國의 船船으로 본다.

2. 합법적인 船船 j!!iJ量書類를 發送한 船船은 다시 測定이나 計測을 하지

않는다.

3. 港口手數料는 船船뼈IJ量書類에 提示된 船船크기를 基準으로 計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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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조

한 條)~/'1 [쐐 으l 써삼쩌l‘l 이 디-판 條約l패애사 廠]찌을 만나 경우에는 그 l或l家애서

效力 있는 乘務 ( Besatzung ) , 購裝 (Ausrustung ) ， 施設 (Einrichtungen ) , 船뻐安

딸裝웹~ (Schiffssicherheitsmittel) , 씨IJ넓 (Vermessung) , 耐船能力 (Seeti.rhtigkeit)

에 싼한 싸定애 으l 히-끄， ::L 제삼1Jit이-례 개)‘L째 흰 수 있다.

저1 6 장 縮結條項

~1l 32 조

(1) 不 條約의 f4￥釋과 j짧 }캠 애 펀l 히l 낀해가 나쉴 경우에는 兩 條約國의

委員會륜 통해서 調씬훌한다.

(2) 代表l團은 東 · 띤獨 i벼行管掌t갚침’의 全權代理A을 뚱L해서 판정 한다.

(3) 委칩會는 힌- 條씬J때의 뽑:땀에 依허l 서 엘린디

(4) ↑|테싱Ij的인 milk rtJ] J!멸는 委~ yl햄에서 {應定힌다.

(5) 處꽤-하기 위해 짧出펀 ~':.Jil!，단 0 1 갖 Itt會애 샤 넓혜계땐 1다 지 않을 때에는

政}쉐|해 交涉過원이1서 이 f벼題뜰 제출하여 調쁜양한다.

제 33 조

本 條約은 5年內 r網結한다 4: 條約이 패i行되 는 前歷年末 3•llil FJ 前에 條

*인)jill行을 f象f듀힌 니 .

本 條約은 각 政따:가 條約施行을- 위한 |或l內法的인 前提條件이 移行되었다

는 事-實文書를 성호 交뺏히-는 널로부터 b따行된다.

이를 諸lJ)j 허가 위해 條約國의 全權代理A이 뽑名한다.

1972년 5월 26일 베룹린에서 판일어 원본 2부

서독 대표 Egon Bahr

동-꽉 디l표 Michael Ko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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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간 통행문제에 판한 의정서 메모

(Protokollvermerke zum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s Den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s Fragen

des Verkehrs)l)

~11l조에 대 한 의정서 메모 :

해토선따피- 내룹선 t’1에 의한 여객풍행은 현존하지 않는다. 잉:부분은 이

판F제 이1 판-한 규정의 기-능성에 대해 전제조건 .11L섭의 딩-떤과제로 직성시 합의

한다.

제 12 조에 대 한 의 정서 머l 모 :

영: 철도행정핀~청은 철도직무상 똥-.I，L닫 위해 더 넓은 정거리 전화떤결의

세획을 타진한다.

제 17 조에 대한 의정서 1111 모 :

동꼭정부는 -동꽉이 내룹선년1- 허용절치-룹 지l 섣시 힌 경우에는 서꼭의 내륙

선띄-하기- 침치-가 다시 효렌이 생긴디고 의견음 개진한다.

제 21 조예 대 한 의정 서 1매 표 :

조약국은 내륙선박괴- 적재괄의 안전성 실행시 현행 실무룹 맨정히지 않는

다고 의견을 개진한다.

제 23 조에 대한 의정서 un꼬 :

(1) 서 독괴 동뜩은 472.6Km와 566.3Km간의 배 수에 관한 합법 적 인 상태

註 1) 잎책. pp.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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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지와 Elbe강의 선박운행의 유지， 즉 예를들면 수평측정과 수직측정，

배수

측량， 여울제거를 위한 준설， 선박항해 방해의 제거에 대해서는 事前에 권

한있는 관청이나 기관이 적절시기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의했다. 결빙 빛

항로의 표시는 상호 조정으로 실시한다.

(2) Elbe 강의 부분 항로， 방파제 (Strombauwerke)와 항구입구는 이전의

실무에 상응하여 표시한다. 동시에 양쪽 입장에서는 이 조약 비준

시점의 상태를 근거로 한다. 표시의 변경은 그의 권한있는 관청이나

기관의 조정이 필요하다.

(3) Elbe강의 이 부분에서의 재난과 해난시 재난과 해난에 관계된 조약

국의 권한있는 관청이나 감독기관과 통제기관에 의해 조사와 기록의

작성은 착수된다. 양 조약국의 내륙선박이 재난이나 해난에 관련된

경우에는 그들의 권한있는 관청이나 기관이 달리 조사에 착수하고 기

록을 교환한다.

(4) Elbe강의 국경 항로부분에서 동독의 항구간의 내륙통행에 지정된 동목

의 내륙선박은 특별한 船輯로 표시하고 서독의 관청을 통한 국경수화

물 발송에 기초하지 않는다.

제 25 조에 대한 의정서 메모 :

국경을 넘는 버스노선이나 버스통과 통행의 認可제의는 기업가 소재지 조

약국의 권한있는 관청이나 기관에 申請해야 한다. 만일 이 선청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가 소재지 조약국의 통행장관은 다른 조

약국의 통행장관에게 申請된 제의를 송달한다.

각 조약국의 영역을 경과하는 국경노선의 일부에 대한 認可제의산청과 승

낙은 각 조약국의 볍규정에 따른다.

-84-



디환 조익뇌-에 달어가거나 똥파하는 til 스노선통행 이 나 버스통과노선통행의

운송에 대해서는 기업가의 요청에 따라 배분된다.

제 28 초에 대한 의정서 메모 :

영: 조약국이 동등한 편수회원이 되는 정포의 다음 협정에서는 통행조약

제28조는 과류한다.

- Carnets TI R 있는 균-세상품운송에 판한 1959. 1. 29 관세협정.

-5:으로를 풍힌 위힘힌 화물의 국제수송에 관힌 1957. 9. 30 유렵협정

(ADR)

제 32 조에 대한 의정서 떼모 :

제32조에 의해 형성된 위원회는 주어진 시간에 여객홍행괴 화붉통행이

더 편안허게 그리고 유효-한 상티l기- 되도록 하는 분제도 협의한다. 일치된

간의는 정 j7-나 :::L의 권한있는 핀청 또는 기판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

항공똥-행애 대힌 의정서 떼모 :

서독파 동독은 주어진 시간에 헝~싱-통행영역애 대한 공동작업이 전개되도

판 헝·공통행협약에 판힌- 교섭읍 수용힘을 협정한다.

-통행문제에 관한 조약 비준시 서독대표 Bahr으| 意見

(Erklarung von StaatssekreUir Bahr bei der Unterzeichnung des Ve

rtrages tiber Fragen des Verkehrs)

우리가 지감 비준한 초약은 3가지의 意J!if(달 가진다. 첫째로， 이것은 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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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을 위한 확고한 法的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로， A的 교류가 개선된다.

세째로， 양독일간의 관계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協定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

歷史는 本 조약을 서독과 동독이 서로 獨立된 責任下에 체결한 최초의 條

約으로 기록 할 것이다.

작년 12월 11일에 비준된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A的 및 物的 통과통행에

관한 조약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1971년 9월 3일 4대 강

국 (Viermachte - Vereinbarungen) 의 협정범위에 속한다. 이 조약은 또한 서

베를린을 위해서 效果가 확장된다. 나는 서베를린에서 통행조약규정의 엄수

가 保證되는 전제하에서 1971년 9월 3일 서베를린에 관한 4대 강국협정과

일치하여 1972년 4월 26일 동 · 서독간 통행문제에 관한 조약의 규정들이

適用될 것이라는 성립된 合意를 確信한다. 서독은 그들의 立法 範圍內에서

4대 강국의 협정규정을 고려하여 관례적인 절차로 서베를린에 관한 통행조

약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아다시피 서독정부는 오랫동안 양국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자

노력했다. 동독정부는 이미 그들편에서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

다. 나는 양 정부가 4대 강국 협정에 대한 체결의정서의 비준에 의해 의

견교환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설명함을 오늘 말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앞에 놓인 과제를 평가

할 조망의 문제가 있다.

- 통행문제에 관한 조약 비준시 동독대표 Kohl의 意見

(Erklarung von staatssekret하r Kohl bei der Unterzeichnung)

우리가 비준한 동서독간 최초 국가조약은 국제적 공개성에서 유럽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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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상완화에 꾀니 가여하고 있다고 기대힌디→. 이 조약의 동기는 1971년 3월

에 ]강꽉에서 연이났다. _lJL 섭 젤파， 잉-측의 선의이래 농 · 샤똑간 새쿄운 판계

가 가능힘-이 보였다.

풍행조약은 국기-의 주권적 동등성원직애 끈거하였고， 벙백히게는 동 · 서꼭

간 평회적언 "bL존의 정상적인 펙립에 기여하는 조약직 규율이 양측 모두에

게 이익이 핍을 보여주었다.

l:l ] 준과 관젠하여 나는 이 조익:의 규정이 서비l룹란에서 똥행조약의 규정엽

수가 젠-장펀다논 선제아래 서비l릎린애 관한 1971년 9원 3일에 4대 깅퍼- 협

정애 일지하여 의 lq있깨 적용펀다는 잉:해달 지시한다.

더 나이가 이 j으약활 풍해 1971년 12월 20일 동꽉파 서판 최고 심핀-부

간 여행 빛 1잉-문-풍행 의 편의외 개선윤 위한 협정 빛 서베콸린에서의 철또

외- 수로의 法的 상I페둡 언급하지 않는다고 일치하였다.

나는 Bahr씨 에 게 분서에서 동꽉이 풍-행조익:의 시행시 제정히-려는 동 • 시

독긴의 여행통행개선에 대해서 J봉 .!I~ 했다 . Bahr씨도 나에게 이 갚서의 유A1

괄 띄인했다.

농꽉은 서꽉이 소련과 폴란드9} 조약을 lJ]줍하는 것을 훤-영 한다. 이 조

익:쉰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의 뭔. I렌올 위해 커다란 의의둡 지년다. 이 조

약윤의 실행으보 판 · 서팍간의 더 넓은 판지l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다-

동똑은 이제〕!L 터 동 · 서판간 다기판 ]라고 재건을 위한 의견 _IiI.환에서

정상적인 판기l기- 빈생하고， 이륜 위해 펜요한 민족법에 안맺는 협정이 적

중되도록 시간을 지킬것이다. 이는 판례적으로 주권적이고 상호 꼭폐된 국

가외- 잔은 관계의 하채이며 유덤의 안정피- 공동직-염에 기여하는 관계의 문

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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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J

3. 東 • 西獨間 通行問題에 관한 條約에 의한 1972년 5월 26일

法律

(Gesetz zu dem Vertrag vom 26. Mai 1972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ber Fragen des Verkehrs vom 16. Oktober 1972)

서독 의회는 연방의원의 동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볍률을 결의한다.

제 1 조

연방정부는 동독정부에 게 1972년 5월 26일 동 · 서독간 비준된 통행문제에

관한 조약은 물론 조약 의정서메모， 1972년 5월 26일 편지교환， 서베를린

에 대한 초약적용에 관한 의견표시 둥에 관해 국내법적 전제조건이 실행되

었다는 것을 알린다. 조약， 의정서메모， 펀지교환 및 의견표시는 다음에 공

고한다.

제 2 조

조약 제 18조의 의미에서 권한있는 관청이란 通行장관이다. 통행장관은 연

방의원의 동의없이 法規명령을 통해 수로 및 선박항해감독에 관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

제 3 조

양독일국가간 조약에 대한 이 법률은 베를린영역이 이 법률의 적용을 확

정하는 경우에 베를린영역에서도 적용된다. 이 법률에 의거해 반포된 볍규

명령은 1954년 1월 4일 제3자 교차법률 제 14조(연방법률. IS. 1)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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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플린 영역에서 석상펀다.

제 4 조

(1) 이 법률은 공It히 는- 난jlL터 시행된다.

(2) 조약 제33조 제2항에 의해 시행되는 딘은 떤방법률 정기긴행불에 능L

고한다.

앞의 법률은 이와갇이 공표힌다. 1972년 10월 16일 . 본

서녹 대통랭 Heinemann

서독 수 상 Brandt

내독관겨l장판 E. Franke

통 행 장 판 Lauri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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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東 • 西獨 適信部間 우편과 장거리 전신에 관한 行政協約

(Verwaltungsabkommen zwischen dem Bundesminister fUr das Po

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ium fU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
1)kratischen Republik uber den Postverkehr)

1976년 3월 30일 우편 및 장거리통신업무에 관한 동서독 정부간 협약의

실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장 상호 우펀통행 (Gegen se i ti ger Postverkehr)

제 1 조 발송규정 (Versendungsbestimmungen)

(1) 상호 우편통행에는 다음의 사항을 허용한다.

1. 동기 우편발송

2. 우편발송， 유가불우편， 일상소포， 유가물소포를 위한 속달배달/속탈발송

3. 등기우편발송， 유가불우편， 일상소포 및 유가불소포룹 위한 반송영수증

4. 등기우편발송과 유가물우편을 위한 親展 (Eigenhandig )

(2) 부피 큰 소포와 부서지기 쉬운 내용물의 소포는 허용한다.

(3) 유가물 우편과 유가물 소포시 유가불신고는 1O， 000 (동 · 서독) 마르크

로 제한한다. 유가물신고는 (동 · 서독) 마르크로 한다.

(4) 상호 우편통행에서 소포의 최고무게는 2Kg으로 한다. 이에는 문서통

註 1) (Dokumentation zu den innerdeutsehen Beziehungen- Abrnaehungen

unci Erklarungen), Herausgegeben vom Presse-und Inforrn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Clausen & Bosse, Leek, 1989) pp. 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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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포함하지 않는디

세 2 조 서식， 기록서， 텐서_'ilL흰-

(1) 상호 우펜통행에서는 이 풍-행의 펼요싱 또는 우편 및 장거리통신행

정펀-청의 업〕lL적 핀요싱- ""1 절 하고， 단순히-고 유효하게 생립허-도확 협의된

서식을 사용한다.

(2) 우편발송기호의 선청파 서식상으꼬나 우편업무상 기록서 빛 문서교환

은 판일야로 한다.

(3) 소포빙식은 교환히지 않는다.

지1 3 조 우펜반호， 식맨표시

(1) 상호 우떤꽁행에는 우편번호뜸 쓴디 우떤번호는 빌-송언에 의해 우떤

덴-송의 수선언난 띤정한- 징소에 All 시 된다 . 우펜l낀호는 우핀1꽉송의 상호취납

피 좀심빙-법에 기초가 펀다.

(2) 우편낸호의 식별표시효서는 국정윌r 넘는 자동차통행시 각각 유효한

구1펀표시 인 D니} 지 DDR이 사용된다.

(3) 우편 및 장거리풍선 행정관-청은- 딸송인이 적절한 우-떤벤호외- 식 1천표

시룹 사용하므로써 직용한다.

제 4 조 우편빨송의 취급， 증심 1상1셉 ， 끄러파 iiL환

(1) 우편딴송은 지정행정관칭의 업무싱- 필요룹 고려하여 l관송행 정 판청 이

기장 짧-은 시기에 통행이 달성되도록 취답허고， 관정-한다.

(2) 우편발송은 우편철도나 정기열치-로 인한 철로이거나 자동치 도로에

적절한 경우에는 교환한다. 지도결산의 내용피 범위는 합의한다.

(3) 등기 우펜만송과 떤상소포는 첨부서 없이 고[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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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업무전개규정

(1) 우편발송의 취급， 중심방법과 교환절차 및 상호우편통행에 따른 다른

기본적인 의미의 사무는 동 · 서독 체신부장관간에 규정한다.

(2) 필요한 경우 마찰없고 경제적인 업무전개의 보장， 통행관계의 발전에

계속적인 순응， 우편연락， 운행， 우편열차배치 등 유효한 상태 및 갑자기

나타난 고장의 짧은 시간내 제거를 위해 적절한 합의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규정한다.

1. 관련기관간의 직접적인 업무경과에 관한 사무

2. 서독 열차우편업무 관장기관과 동독 우체국의 우펀통행 담당기관간의

일반적인 업무경과를 위한 사무

제 6 조 통지， 정보제공

(1) 우편 및 장거리통신 행정관청은 서로 세계우편연합의 국제사무소에서

알려준 금지된 발송대상목록에 따른 발송금지에 위반하여 수신인에게도 인

도되지 않고 발송인에게도 발송되지 않은 때에는 통지한다. 통지에는 다음

의 사항이 제시된다.

1. 발송인과 수신인

2. 수령우체부와 지정우체부

3. 증명된 발송과 일상소포의 경우 수령번호

4. 앞 1항의 목록의 일부분으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표시되는 발송금지

(2) 발송금지에 위반하여 우편발송에 의한 내용물 부분이 수선언에게 인

도되지 않는 경우， 수신인은 세계우편연합의 규정에 따라 규정국가의 국내

입법에 상응함을 알린다.

(3) 발송금지에 위반하여 우편발송이 발송언에게 반송되논 경우에는，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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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제4호애 띠라 우편발송에 대해 윈인을 기입한다.

저I 2 장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우펀통행

제 7 조 서꼭괴 서베둡린낀-의 우편풍행의 설시

(1) 서독과 서베를런낀의 우편딴송의 육-쿄운송은 1971년 12월 17일 서뜩

과 서베블린간 시민과 화물의 풍괴통행에 핀-한 동 - 서꽉정부간 약애 따따

라 철로외- 도토로서 예견된 모뜬 풍고}구간에서 히용-펀다. 이 이상의 통괴

구간은 합의힌다.

(2) 우편발송의 철로운송은 우-펜즙e rg， 여 행증망， 수출품증명， 화물증멍 이

있는 열치-나 회-괄기치이어야 한다. 동판우체국은 기술-업무적인 가능성 법

위내에서 동꼭철도국이 펠요한 수송지웰칭二rL륜 제출한 것에 대해 조정을 위

임받는다. 이에 펠요한 협약은 서꽉우체꽉의 철도우편영엽 판정-기관피- 동독

우체국의 우편풍행 담당기핀t-간에 실시한다.

(3) 우편딴송의 도로운송은 서독우체으If에샤 봉인펀 도로수송수단으로 한다.

칩부문서로서 서팍우체국의 수송사듀룹 지추]-해야 한다. 서독우-체국은 동독우

채균애가} 이 우떤통행의 실시뜰 알런다- 서독의 철도우편 영업판장기관은

이 복적을 위해 동꼭우체국의 우편똥행 두l 딩 기관에 운행계획을 정규통행시

에는 개시 15일전， 임시풍행시애는 장거리문서로서 개시 24시간전에 고시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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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체결조항

제 8 조 시행

(1) 본 행정협약은 1976년 3월 30일 동 · 서독정부간 우편 및 장거리업

무에 관한 협약과 동시에 시행된다.

(2) 행정협약은 양측의 양해아래 변경하고 보충한다.

1976년 3월 30일 독일어로 정부본 2통을 본에서 작성

서독 체신부 장관 Elias

동독 체신부 장관 Ca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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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東 · 西獨政府間 무편업무 범위와 장거리 통신업무 범위에

판한 協約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

schlamd und der Regierung der Deut ~ schen Demokratischen Re

1)
publik auf dem Gebiet des Post - und Fernmeldewesens)

서꽉정부와 풍꽉정부-는

1972댄 12월 21 일 에 채섣한 동 · 서독간 기분관제에 관한 조익-애 상응하

는 이 협약으로 동 · 서꽉간 정상적인 우방녁-기- 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지l 획 아래 세게적 국제적 공동작업얘 기여허가 위한 요망윤 이끌어기-끄

이 판지l 형 성 시 서l χ11 우펜 떤후l피- 꽉재장가리봉신연맹의 회원으호서의 풍 ·

서꽉의 권리·익우에 기초하여

힘의하여

관 협약:을 체전힌다.

저I 1 장 협약의 대상， 법적 기초

제 1 조 협약의 대싱

(1) 이 혐악의 대상은

1. 동 • 서독긴익 상호 우편통행피- 장거리봉선통행

2. 관- 협약 제8조외- λ119조에 의가한 우편풍행파 장거리통신통행

註 1) {Dokumentation zu der innerdeutsehen Beziehunge - Abmaehungen

und Erklarungen}, Herausgegeben yom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Clausen & Bosse, Leek , 1989) pp.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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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가지 측면의 협약이 필요없는 주파수 이용의 병렬(Koordinierung

der frequenznutzun)

(2) 양측은 국제적 실무관례에 상응하게 우편통행과 장거리통신통행을 보

장할 의무가 있다. 우편통행과 장거리통행은 간단하고 유효하게 형성한다.

제 2 조 볍적 기초

(1) 상호 우편통행과 장거리통신통행， 장거리통신통과， 빈번한 이용의 병

렬에 대해서는 세계우편연합과 국제장거리통신 조약에 의해 체결된 협정의

정관(Satzung)과 동 • 서독 우편 및 장거리통신 행정관청간에 이에 따라 체

결된 협정(이하에서는 우편 및 장거리통신행정이라 함)에 의한다.

(2) 이 협약과 이에 따른 우편 및 장거리통신행정의 협정에 규정이 없

는 경우에는

-세계우편연합의 정관

-세계우펀조약

-유가물우펀협약

-소포우편협약

-국제장거리통신조약

-각 유효한 초안의 일부 시행령， 체결회의와 추가회의

의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상호 우편통행

제 3 조 발송방법， 지불청구

(1) 상호 우편통행은 다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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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둡발송(편지， 우편엽샤， 인쇄붉， 장넘딸송， 우-펀소포)

2. 有價物우편

3. 일싱소포와 有價物소포

(2) 발송규정애 관해서는 우편 핏 ;상거리똥신 행정관청낀에 합의하여 규

정힌다.

(3) 우펀 및 정-거테풍신 행정펀-청은 각 상호 우펀통행에 대해 고정된

수수효룹 서로 통지한다. 모든 우편딴송은 발송인이 모두 우표칠- 붙인다.

발송 인도시 부단하는 수수료와 부수 수수료는 발송언이 부답하지 않는다.

(4) 상호 우편통행에 있어서 우편발송의 헝공운송올 수용하기 전에， 우편

및 장거리똥신 행정판청간에 개별적인 푼제를 ‘합의한다.

제 4 조 우편띨송의 처리

(1) 우펜발송의 취납， 중심 1상 1셔， Sil흰→ 빛 우편풍행관제는 통행협정과 우

편 및 장거리통신 행정판청의 기숨적 또는 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효

하고 간단하게 형성한다. 개1쉰적인 분제는 우편 빛 장거리통신 행정판청간

에 합의한다.

(2) 판세 정기-표와 관세 내용표시는 변경하지 않는다.

제 5 조 인도， 조회

(1) 우편발송은 각 국내법 규정에 띠라 인도한다.

(2) 조회제의는 배달 또는 지정우처1렌간에 직접 _11l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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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상호 장거리 통신통행

제 6 조 장거리통신업무

(1) 상호 장거리통신통행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장거리 전화 업무

2. 전보업무

3. 댈렉스업무

4. 해양 무선전신 업무(해양 무선전화와 해양 무선전보)

5. 라디오 및 텔레비천 무선전신 프로그램 교환을 위한 송신

6. 임차된 도선을 위한 송신

(2) 우편 및 장거리통신 행정관청은 상호 장거리통신통행의 개별문제를

합의한다.

(3) 우편 및 장거리통신행정관청은 서로 각 상호 장거리통신통행을 위해

고정된 수수료를 통보한다.

(4) 더 넓은 장거리통신업무의 개시는 우편 및 장거리통신 행정관청간에

합의한다.

제 7 조 장거리통신설비

(1) 동 · 서독간의 장거리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전보업무와 장거리통신업무

를 위한 국제심의위원회 (CCITT)와 무선전신업무를 위한 국제심의위원회

(CCIR) 의 추천에 따라 설치하고， 작동시키며， 유지시킨다.

(2) 새로운 장거리통신설비의 설치와 작동은 장기간에 걸쳐 우편 및 장

거리통신 행정관청간에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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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우편 및 장거리통신통행

제 8 조 A1l 3녁-P f; 기-는- 우편 빚 장서리똥신똥행

양측은 지신의 놔기-영댁윤 똥j끽하여 저11 3국 으로 가는 우편 및 장거리통신

풍행을 꾀장허-고， 기술적 또는 강 ;\-11 작 으보 기-능한 범위내에서 요구되는 통

피지판청二rL룹 제출힌다.

제 9 조 사꼭파 서 til] 닫런간의 우편 빛 ;싱가2-1 통신풍행

(1) 동꽉을 동과허-는 서꽉피- 서베틀딴간의 우-편 및 장거리좁신통행은 본

조약.:ill 관련하여 현존하는 혐익:피 웬지되게 단순하고 가능한 정또애서 유효

하게 형성한다.

(2) 동독올 통과허-는 서꽉파 서베쉴펀간의 우편발송의 육로운송은 협의된

통괴도로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이 똥행의 성취뜰 위한 개별적인 문제는

1971 년 12월 17일 서독펴· 서베찰런간 시민괴 화붉의 풍-파통행에 관한 풍

· 서꼭정부간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및 상거리똥신행정판-청

간에 협의한다.

(3) 서뜩과 서베괄런간 장거리통선통행을 위해 서꼭 우편 및 정-거리통신

행정판청이 의도적으로 풍과도초룹 사용하는 힌， 풍판 우편 빛 정-가리통신

행정핀-청을 통해 그의 기숨-경제적 가능성애 상응하는 케이괄 빛 빙헝: 무

선전선-송신문-룹 준비힌다.

제 5 장 주파수 이용의 병렬

제 10 조 주파수 이용-익 벙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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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 및 장거리통신 행정관청은 무선전신 주파수 스펙트럼의 합리적

인 사용의 이해관계속에서 상호 불리한 고장이 예상되거나 양측의 병렬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주파수 이용을 병렬한다.

(2) 고려된 주파수 범위에서 주파수 이용의 병렬절차는 우편 및 장거리

통신행정관청간에 합의한다.

제 6 장 지불청구의 계산

제 11조 상호 우편 및 장거리통신통행 계산

상호 우편 및 장거리통신통행으로 제출된 지불청구는 총계 정산한다. 총

계정산은 1970년 4월 29일 동 · 서독간 우편 및 장거리통신통행에 의해 상

호 제출된 지불청구와 정산과 청산에 관한 협정이 본 협약에 승계된다.

제 12 조 제3국으로 가는 우펀 및 장거리통신통행시 계산

(1) 제3국으로 가는 우펀 및 장거리통신 통행에서 상대방에게 우편 및

장거리통신행정관청이 제출하거나 통고한 지불청구는 본 협약 제2조에 있는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2) 개별적인 문제는 우펀 및 장거리통신 행정관청간에 합의한다. 유효하

게 증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통행관계를 위해서 총계 정산이 행하여 진다.

제 13조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우편 및 장거리 통신통행시 계산

(1)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우편통행에서 동독 우편 및 장거리통신 행정관

청이 통고한 지불청구는 총계 정산한다.

(2)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장거리통신통행에 대해 동독의 우편 및 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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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행정판청이 제출한 지활청구는 CCITT의 추천에 근거하여 지l산한다.

(3) 개벨적인 분제는 우편 및 장거리통선 행정판청간에 협의한다.

제 7 장 책임 , 수수료 상환 ( Geb(ihrenerstaUung)

제 14 조 책임단가

우편 및 장거리통신 행정판청은 다음피 감은 경우 책임을 진다.

1. 풍기우편의 손실

2. 유가괄 팬지， 일싱소포， 유가뜰 소포등의 손섣， 훼손， 횡령

제 15 조 우편통행에 있아서 손해배상피 수수료 상환

(1) 손해배상청구권은 우편딴송인에게만 있다. 손해배싱청구권의 수령인에

대한 양꼬는 제외 한다. 배싱지불청구(Ersatzleistung)는 배닫행정관청애서 통

용되는 책임법 빛 젤차볍작 균정에 따리- 처리한다.

(2) 수수료싱환은 앞의 1헝애 의거한다.

(3) 우편 및 장거리동-선행정관칭은

1. 인도되지 않는 우편발송의 보듀기 책임근거기- 되지 않는다고 상호

즉시 통보하고

2. 다콘 우편 빛 정-거리통신 행정판청의 요청이 있으면， -?-편발송의

손섣， 훼손， 횡팽애 관한 정보룹 즉시 제공한다.

제 16 조 장거리통신통행에 있어서 수수료 상환

(1) 장꺼리통선뚱-행에 있어서 수수료- 상환은 제 15조 ~111 항이 작용된다.

(2) 우편 1및 정치 ;;1풍선 행정관청은 서5~ 즉시 손해배싱창구와 수수료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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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 8 장 체결규정

제 17 조 명세서와 증거의 교환

우편 및 장거리통신 행정관청은 우편 및 장거리통신통행의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명세서와 증거를 교환한다.

제 18 조 성 립 한 협정 의 승계

이 협약을 통해서

-1971년 9월 30일 동 · 서독 체신부 대표단간의 교섭의정서 및

-1971년 9월 30일 동 · 서독간의 구별되는 방향 무선전신 구역의 건립

과 고려에 관한 협정

을 승계한다.

제 19 조 협약의 실시

본 협약의 적용이나 해석 및 본 협약에 의해 행해진 협정에 관한 문제

는 우편 및 장거리통선 행정관청간에 정리한다.

제 20 조 공고

본 협약 및 본 협약에 의해 현재 체결된 행정협정은 양측에서 세계우펀

연합의 국제위원과 국제 장거리통신연맹의 사무총장에게 정본을 통보한다.

제 21 조 서베를린에 대한 연기

-102-



(1) 1971년 9월 3일 4밴 애 갤친 협약:에 의헤1. 본 협약 및 현재 꽁 ·

서꽉 채선부간에 채갤한 우편 빛 상거테통신풍과에 있어서 우펜풍행? 장거

리동선통행 및 지관정구의 게산에 대힌 행정협익:은 샤베룹린에 대해 규정된

젤차에 대해 떤기됩을 합의한다.

(2) 농 · 서꽉간 권한있는 관칭이나 기관간의 우판'1 및 정거리업무의 문제

외 판련한 규정은 언콰하지 않는다

제 22 조 효력시기

(1) 본 혐약은 관확정한 시기에 채겸한다.

(2) 본 협익:은 양측;의 양해이래 띤경히고 };~충할 수 있다.

(3) 혐익은 양측긴- 문서 _ilL환을 통해 협의한 시기애 실시펀다.

1976년 3웰 30일 본에서 꽉일어로 된 정부판 2통으로 작성함.

서늑 정부에서 Elias

품꼭 정부에서 Ca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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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東 • 西獨間 우편통행과 장거리통신 통행에 의해 상호 제출

된 지불청구의 정산과 청산에 관한 協定

(Vereinbarung liber die Berechnung und Verrechnung der im

Post - und Fernmeldverkehr zwieschen der Deutschen Demokrati

schen Repub1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genseitig
、 1lerbrachten Leist ungen )

서독 체신부와 동독 체신부는 그툴 견해의 단언 아래， 동 · 서독간 상호

우편업무와 장거리통신업무를 감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양측은 국경을 넘는 우펀업무와 장거리통신의 성취를 그 가능한 비율에

따라， 적어도 성립된 범위에서 상호 보장한다.

제 2 조

(1) 1967. 1. 1 상호 제출된 지불청구는 총계 정액에 따라 정산한다.

(2) 위 1 항의 총계 정산은 이 협약의 개별부분의 기초인 별개회의에서

확정한다.

제 3 조

1966. 12. 31까지 국경을 넘은 우편업무와 장거리 통신으로 인해 상호

註 1) (Dokumentation zu den innerdeutsehen Beziehungen - Abmaehungen

und Erklarungen), Herausgegeben jom Pj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Clausen & Bosse, Leek, 1989) pp.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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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뭔 지팔정구는 곧바-호 고l섭 에 서 수용한디

제 4 조

양측은 제 1조애 추가된 동 · 서독간 장가리 전회-송전과 텔폐스송전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싱호 국정을 넘는 우편풍행 jL~ 장거리통신통행에 있어서 통

행완효의 개량을 판리힐 의무틀 진다.

제 5조

이 협약은 비준시부터 시행된다. 이 협익-은 정부 2똥으로 작성한다.

관 1970. 4. 29에

서독 체신부 Eckner 박시

동꼭 체신부 Lemke

기초(Anlage )

- 協定 저1 2조 저1 2항에 판한 難定홈

(Protokoll zu §2 Absatz 2 der Vereinbarung) l)

제 1조

(1) 상호 우펜통행파 정거리 풍선 풍행으로 부터 생기는 지불청구는 매

년 역댄올 기준으호 총겨1 호 거n 산히 고， 1댄의 받을 딴기로 한다.

(2) 샤팍우체퍼-은 역년 제출된 지관청 규에 대해서 동독우체국에 총제 3천

만 Mark쉴 지괄한다.

註 1) 앞책， pp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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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산을 위한 제출과 송달은 뺀다.

제 2조

(1) 제 1조 제2항의 합의된 총계의 상한액은 우선 1973년까지 적용된다.

또한 합의한 양측 중 일방이 총계상한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거나， 적용되

는 총계상한액이 통행량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증명하지 않는 때에도 적용된

다. 이 증명은 매년의 6윌 30일 까지， 즉 총계상한액의 변경이 의도되는

시기 이전 6개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총계상한액의 변경에 관한 협정에 따르는 변경된 총계상한액은 역년

초에 효력이 있다. 이 시기까지는 이전 협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1967년 ， 1968년 그리고 1969년의 금액은 서독우체국약 이전에 제공한 지

불을 계산하고 이 협정의 체결에 따라 14일을 포힘하여 22,016,100 독일

Mark를 지불한다.

제 4 조

지불된 금액은 동독체신부를 위해서 서독 연방은행 Nr 4003- UK2로 동

독국립은행의 계정에서 대체한다.

근거문헌 : 원문(서독 체신부의 서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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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東 · 西獨 체신부 대표단간의 交涉훌훌定홈

(Protokoll Uber Verhandlungen zwischen einer Delegation des

Bundesrninisteriurns fur das Post -- und Fernrneldwesen der Bundes •

republik Deutschland und einer Delegation des Ministeriurns fUr

Post - und Fernrneldewesen der Deutschen Dernokratischen Repu

blik)

1. 1971년 9원 30일 에 서뜩의 제선부 대표단피- 동독의 체신부 대표단은

_llL 섭 했다.

서꼭 제신부 대표단은 -=.--:정 Eckner빅 사가 관장하고， 봉꼭 체신부 대표단

은 균정Lenke 박사기- 판정 한 _]II섭 결과는 다검 괴 잡다.

2. 동파 체신부에서 1966넨 12웰 :31일끼지 서l출펀 과잉지불청구는 서팍에

의해 일시판로 총겨1금액의 셰산으보 지~델한다.

이 총제도f액의 상힌액은 선술펀 시기에 2억 5천만 DM가 펀다.

°1 금액은 동묶 채선]듀닫 위 해 서옥 연1상은행 400:3 /UK3으보 동똑 놔댐

은행의 제정에서 대체힌다.

2.1 동꽉 제선부 대표단 책임자는 다음파 감이 의견을 제시힌다 : 우리

논 평의회 (Senat ) 애 대한 동녹 우처l 야- 의 청구도 총겨l 제산되어

지붉하는 것을 근거 한다.

3. 돔꽉 체신부 대표자의 책임지-는 동-꽉이 우펜똥행파 정가리풍선풍행의

개선에 따뜬 조치룹 수행해야 하는가룹 분의하다.

3. 1 1971댄 12월 31일까지 장거리전화품화둡 위하여 각 방향애서 30회

선 이상의 징거리전화송전읍 연걸하고， 빈지-풍 영업 l상법 으로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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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972년 3월 31 까지 16회 선 이상 장거리전화송전을 각 방향에서

영업한다.

3. 3 전보통행은 1971년 12월 31일까지 자동화한다. 이를 위해 45회 선

까지 각 방향에서 연결한다.

3. 4 1972년 6월 30일까지 텔렉스 통행은 각 방향에서 12회선 증가한다.

3. 5 빈번한 이용은 병렬시킨다.

3. 6 장거리전화통행의 완전 자동화는 1974년 12월 31일까지 착실하게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송전은 연결한다.

3. 7 새로운 장거리통신설비를 세우고， 영업을 시작한다. (장거리전화를

위한 표준 무선전신 접속은 1973년 12월 31일 ， 반송주파수케이블

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

3. 8 음향원 주무선 전신도선의 중계質은 개선하고， 도선운송은 변화시

킨다.

3. 9 우편， 우편소포， 소포의 경과시간은 줄인다.

3.10 서독 체신부의 대표단 책임자는 2.1과 3에 대해서 동독 체신부의

대표단 책임자의견에 동의함을 알린다.

4. 동 · 서독간 색채성있는 표준 무선전신 경계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비

준한다.

5. 동독 체신부의 대표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우편통로로 선물발송을 위한 발송규정은 동독 내부입법의 대상이다. 해결

은 실증적인 규정의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6. 동독의 체신부 대표단 책임자는 동독이 우편 및 장거리 통신 통행의

개선을 위해서 서베를린과 관계됨에 따른 조처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다.

6.1 1971년 12월 15일까지 60회 장거리 전화도션을 각 방향에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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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다. 그갑l 므로 총 150회 정-거리천화Il:선이 운영된다. 동꽉의 우체

콰은 IF운적으로 완전자동 운명 1잉식으호 이행한다.

6.2 전꾀폼행븐 1971 년 12월 31 띤 까지 자동화 한다. 이룹 위해서 각

1상-헝:에 서 12회 도선)을 -=，L운-힌다.

6.3 1971년 12월 31 일 끼지 l핍 딩11 스동-행을 위해 각 방향에서 6회 도선을

추기-로 운영한다.

6.4 주따수 사용은 l생 렬 한다.

6.5 장거리전화 통신통행은 완전자동화 한다. 이룹- 위해 필요한 도선과

케이김- 집속은 1974년 12월 31엘까지 순비한디.

7. 서꽉 치1 선 JI1- 의 대표단 책엮자논 6조에 대한 동독 지1 신부의 대표딘

책임지-의 의견표시룹 수공한다.

8. 대표단 책임자는 맹시된 기한까지 조치활 시행한다고 확인한다.

기술적 조치의 시행윤 위해 펜요한 기술적 i핑 떤에 대한 담화는 양측 대

표자끼의 의정서 tJ]준후 1주일내예 수용 한다.

9. 1970 1건 4월 29일 에 ‘관에서 체전턴 봉 · 서독 우편 및 장거리풍선통행

에서 싱-호 저l출된 지불청구의 정산피 청산협약에서 혐의된 총액상환액은 맨

저 1976년까지 적용-된다.

1971년 9월 31인， 싼.

서 독- 체 선〕lL 대표 Dr. Eckner.

동꽉 치l신부 대표 Dr. Lem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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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일마르크 사용지역(西獨)과 독일발권은행의 독일마르크1)

사용지역(東獨)간의 通商에 관한 協定2) ( 베르린 協定)

독일마르크 사용지역과 독일발권은행의 독일마르크 사용지역간의 通商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協定이 체결되었다.

A 物品去來

제 1 조

(1) 西獨과 東獨의 주무관청은 그들의 영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별

첨 1 ， 2, 3, 4에 표시된 商品協定價格이 합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價

格限度까지의 구입과 판매에 대하여 支給認可 또는 購入認可와 送倚狀을 부

여함으토써 구입과 판매룹 승인한다.

兩地域의 주무관청은 합의된 協定價格이 완전히 준수되도록 노력한다.

주무관청은 인가된 加T， 修續 및 貨貨홍징約을 근거로 하여 商品을 운송

하는 것을 하가한다.

(2) 별첨 1, 2, 3, 4에 따른 商品 덤錄은 쌍방의 합의로 이를 변경하거

나 확대할 수 있다.

(3) 구입과 판매의 일정부분은 베르린의 경제를 위하여 할당하는 것에

합의한다.

註 1) 지남은 독일민주공화국의 마르크임.

2) 1951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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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1) 판매는 1:;來tE칩’단하者i' 71 주무관청의 ·'rr 정 에 띠라 협의한 첫約윤 기초보

승j， (y] 이부어진디.

씨 l 互 ;t; 來 외- 交뺏 j來는 히-딩-파지 않으며， 例外는 쌍방의 l디n텅:릎 1싼이- 이:

한다.

(2) 값來當뿔취사이에 처1 견펀 ↑훨l~合합기- 二 l쉴 지역의 이익에 빈허는 경

우에는， 주-1i!→ 관청은 :1 구입이나 판\1]1릎 까절힌 수 있디.

B. 用設去來

지11 3 조

Jfi 짧←값來는 허용펀다. 자세한 것은 1951댄 2월 3일에 체젤된 用投i-來의

11-1-算애 펜-한 1찌定에 따른다. (1펠 침 6).

C. 代金의 支給

세 4 조

이 Ihi!짧의 실시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띠獨괴 東獨낀의 代金의 굉:~암은 오

료지 꽉일떤맹은행파 꽉일딴권은행3 ) 시이에서 섣제된다.

제 5조

(1) i센獨애서 東獨으로 지납하는 _l?_뜬 給付의 계산은 제4조에 따라 독일

딴권은행에 지급된다. 상당하는 끔액이 독일발권은행에 의하여 독일연방은행

註 3) 지납은 독일민주공화국의 :;~71'은행 이다.

-111-



의 이름으로 개설된 구좌의 청산계정에 기입된다.

(2) 東獨에서 西獨으로 지급하는 모든 給付의 계산은 제4조에 따라 독일

연방은행에 지급된다. 상당하는 금액이 독일연방은행에 의하여 독일발권은행

의 이름으로 개설된 구좌의 청산계정에 기입된다.

(3) 별첨 5 (독일연방은행에 독일발권은행의 특별구좌의 개설에 관한

1951. 9. 20의 베르린協定에 관한 合意)에 따른 支給에 대하여는 별첨의

특수한 合意가 적용된다.

제 6조

(1) 독일발권은행이 그가 상응하는 金題을 동 은행에 개설된 독일연방은

행의 구좌에 기입하였음을 통지하는 즉시， 독일연방은행이 독일발권은행의

청산계정에 부채를 부담함으로써 제4조에 따른 支給이 이루어진다.

(2) 독일연방은행이 그가 상응하는 金賴을 동은행에 개설된 독일발권은행

의 구좌에 기입하였음을 통지하는 즉시， 독일발권은행의 청산계정에 부채를

부담함으로써 제4조에 따른 支給이 이루어진다.

제 7 조

(1) 제5조 1 항과 2 항 및 제6조에서 언급된 구좌에는 각각 부계정

“1 /2 "과 부계정 “3"을 둔다.

(2) 부계정 “ 1 12"을 통하여 이 協定에 따른 별첨 1 내지 4의 給付를

위한 제4조에 따른 모든 지급이 이루어진다.

(3) 부계정 “3"을 통하여 이 協定에 따른 별첨 6의 給付를 위한 제4조

에 따른 모든 지급이 이루어진다.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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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떤발권은행애 개섣된 독일띤l잉-은행의 부;r.l]정 “ 1 / 2 "과 부까l 정 “3"에

제싱된 負f責總*덩이 2억 결지l단위 (VE ) 듭 초파하는 경우에는， 똑왼발권은행은

이닫 JiL;r.l]정애 더 이상 기입하지 않을 수 있다.

(2) 복일떤방은행에 개섣된 똑인덴-권은-행의 부끼l정 “1 / 2 "과 부제정 “3"애

제싱된 負憶總微이 2억 전재단위 (VE ) 룹 초피하는 경우에는， 독일연1깅-은행은

이들 부껴1정에 더이상 기입하지 않-올 수 있다.

제 9 조

(1) 제8조 1 항에 규정된 사폐가 밥생한 강우에는， 독일떤방은행은 그의

은행에 개섣뭔 딩해 부제정에 상딩젠 i i- QIl 윤 특. 1펀 二，1.좌애 지환한다. 독일발

권은행은 꽉일떤l잉-은행의 당해 부;r.ll정의 사정올 언식하고 .-l 부계정의 부담

으보 지납을 실시한다.

(2) 제8조 제2행에 규정된 사폐가 번생펀 정우에는， 뜩일발권은행은 꼭-일

연냉은행의 당해 부지l정에 싱딩-한 수jL액을 특-법 ·:iL좌의 f양邊애 지붉한다. 꽉

일띤l쟁은행은 二[ 부지1 정 을 인식하.:iL ~l J[1- ;r.l] 정 의 부담으로 지급을 섣시한

다.

세 10 조

二 ，L좌의 판리외- 지급의 침신-에 판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이 j찌定의 l펀 침

7애 따마 복띤떤빙은행피 꽉일발권은행사이의 합의에 따른다.

D. 기타의 규정

제 11 조

에너지(기스， 수도， 전기)의 구입파 판매는 허용된다. 그밖의 사항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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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에너지의 공급과 그에 따른 급부에 대한 청산에 관한 합의(별첨

8) 가 적용된다.

제 12 조

西獨과 東獨의 주무관청은 兩地域간의 協定의 규정에 위반하는 去來를 저

지한다.

제 13 조

이 협정의 집행을 위엄받은 관청은 정기적으로 이 규정의 준수사항을 보

고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약을 체결한다. 그밖의 사항에 관해서

는 절차에 관한 합의(별첨 9)가 적용된다.

E. 부 칙

제 14 조

이 협정은 1951. 7. 3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5 조

폐기

제 16 조

이 協定은 年末 3개월전에 해약을 고지할 수 있다.

제 17 조

(1) 인가되었으나， 이 협정의 유효기간 중에 실시되지 않은 去來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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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애 띠-라 장산띈녀→.

(2) 제1헝의 j來룹 청산힌 뒤애 〕lL 개 정 애 남이- 있는 납액필， 확정힌다.

이 급액은 ::L 후 3개월 이내에 각 제정에 싱응하는 상푼의 종뉴에 따감

납부-릎 풍히-여 칭 산뭔다.

제 18 초

이 |찌定의 관짙적인 구성 jlL분은 다음 괴- 깐다.

1. 폭일연1상은행애 꽉일딴권은행의 득멘냥L좌의 개설에 관힌 1951 년 9월

20떤 의 비l 쿄 렌협 정 이l 관한 협의(변침 5)

2. 펴從값來의 침산-윤 위힌 1951년 2월 3일의 혐의( I껴 칩 6)

3. 꽉일연맹은행피- 꼭임맨권은행간의 협의(맨전 7)

4. 애너지공넙괴 그애 l다콘 급j，1-의 청산에 펀한 협의(벨전 8)

5. 젤차문제애 펀한 합의(떤침 9)

6. 1960년 8월 16일의 낀 l滅싼;효 ( \IQ 칩 10)4)

7. 1960년 9윌 16일 의 5義i5프뽑: (l~'! 칩 11)

註 4) 띨첩 10은 :>til ;시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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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베르린協定 저1 1 조에 관하여〉

1951년 9월 20일 베르린協定에 관한 물품목록l)

부게정 1 /2

동독의 공급물품

A 임산물(갱목， 원목)

B. 광산물

(갈탄， 갈탄코크스， 분탄， 브리케트스페네，

벌채목， 건탄， 석탄가루)

C. 석유제품

석유를 원료로 한 디젤기관용 연료

기화연료

그 밖의 석유제품

D. 기계， 차량， 철강， 선박， 전자제품， 사무기기， 주물제품.

매년도

백만 VE

5

230

200

30

20

30

E. 1. 제철물， 뽑는 도구， 냉압연기， 구부리는 도구， 해머， 압착기 125

2. 비철금속

6402)

註 1) 1976. 11. 24 이 래 적용되 는 合意 ( 179. Erganzung des IZHErl. 94,

BAnz. Nr. 227 vom 2. Dezember 1976)

2) 이 협정가격총액은 앞에서 열거한 개별적인 협정가격의 변화로 시대에

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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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첩 2: 베르린協定 제 1조에 판하여〉

1951년 9월 20인 베르린|값定에 판한 둡픔복록1)

부지l 정 1 /2

서폭의 공납콸품 매년도

백빈 VE

A. 제철닫， 뽑는 도구， 냉압연기， 해머， 암착기， 구렌라는 도구 315

B. 비칠금속 170

C. 핑산물 40

D. 기계， 차량， 강철제품， 선박，

전자제품， 사푸기기， 주물제품.

E. 석유제품3) (기화기띤료， 디젤연효， 연갚유는 제외) 20

5452
)

註 1) 1976. 11. 24 이라l 직용되는 合회~ (179. Erg장nzung des IZHEr l. 94,

BAnz. Nr. 227 Yom 2. Dezember 1976)

2) 이 협정기격에 의한 침산으로 시힘용 벤진파 유체가스도 판매된다.

3) 이 협정기걱 총액은 잎이l 사 열가젠 개 1펀 작 인 협정기격의 변화로 시대

에 뒤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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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베르린協定 저1 1조에 관하여〉

1951년 9월 20일 베르린協定에 관한 물품목록1)

부계정1 /2

東獨의 판매물품

A. 농산물， 식품， 수산물， 원예작불.

감자전분

감자식품

제 육

이 물품을 원료로 한 설 탕 25 백만 VE

45 백만 VE

2.5 백만 VE

15 백만 VE

3 백만 VE

3 백만 VE

ul

""

물二5
--,

ct
。

B. 임산물(갱목， 원목은 제외)

D. 석재와 흙

E

F. 정밀기계제품， 광학제품.

G. 연철제품， 강철제품， 함석제품， 금속제품.

H. 잡화， 악기， 운동기구， 장난감， 장식품.

1. 화학원료， 화학반제품과 완제품.

K. 고무제품.

L. 섬유소， 종이， 종이제품.

註 U 1976. 1. 1 부터 적 용되는 합의 (155. Erg강nzung des IZHErl. 94,

BAnz. Nr. 129 vam 18. Juli 1975)

-118-



M. 출판꼴 llL환

N. 유리 , 자기그듯， 사가 _-::L콧， 요업체 퓨.

o. 섬유제품.

P. 가파， 구뚜와 가죽시l품.

Q. 잡화.

R. 펠담교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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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첩 4: 베르린協定 저1 1 조에 관하여〉

1951년 9월 20일 베르린協定에 관한 물품목록1)

부계정1 /2

서독의 판매물품

A. 농산물， 식품， 수산물， 원예작물.

이 물품으로부터의 가축과 고기

어류와 어류제품

치즈

B. 임산물

C. 목재제품(가구포함)

D. 석재와 흙

E

F. 정밀기계제품， 광학제품.

G. 연철제품， 강철제품， 함석제품， 금속제품.

H. 잡화， 악기， 스포츠기구， 장난감， 장식품.

1. 화학원료， 화학반제품과 완제품.

K. 고무제품.

L. 섬유소， 종이， 종이제품.

M. 출판물

N. 유리， 자기그릇， 사기그릇， 요업제품.

O. 섬유제품.

45 백만 VE

25 백만 VE

5 백만 VE

註 1) 1976. 1. 1 부터 적 용되는 합의 (155. Erg강nzung des IZHErl. 94.

BAnz. Nr. 129 yom 18. ]uli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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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기-죽， 구두외- 가죽저l 품.

Q. 인산염.

S. 잡화

T. 서비스(合意2) 5a 참조)

2) 이 조형은 섣~l]펴 의미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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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5: 베를린協定 저1 5조에 관하여〉

독일연방은행에 독일발권은행의 특별구좌의 개설에 관한 1951년 9윌 20일

의 베르린協定에 관한 합의u

독일마르크사용지역(西獨)과 독일발권은행의 독일마르크사용지역(東獨)간의

去來에 관한 協定 제1조， 제4조， 제5조 1항을 보충 또는 수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다.

제 1 조

독일연방은행은 독일발권은행에게 “특별구좌”의 이름으로 독일마르크의 구

좌를 개설한다.

제 2조

특별구좌에 이익이 되는 지급은 허용된다. 그러나 베르린協定에 관한 상

품목록과 同協定 제3조에 따른 用投去來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東獨의

급부에 대한 지급은 제외한다.

제 3조

특별구좌에 부담이 되는 支給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a) 東獨과 西獨사이에 합의된 西獨의 商品판매.

b) 商品판매에 따른 운임.

西獨의 상품판매 에 따른 그 밖의 비용은 1951년 2월 3일 의 用投去來에

註1 ) 1957. 11. 14 -- 1960. 8. 16 의 합의 (BAn z. Nr. 168 vom 1. Sep.

1960)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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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협의 제2또애 따바 용역가래의 부겨l 정을 봉히l 침산된다.

제 4 조

P핀獨괴 東獨의 주 JF- 판칭 은 送術;j:k을 l，[ 여 히- 거 나 또는 x~암을 E검可힘-으로

써， 운인을 포함히여 제3조애 띠라 합의된 상품의 판매와 구입읍 승인한

디.

제 5조

구좌의 판리외- 지납의 침산애 관힌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독일연방은행과

독일딴권은행간의 합의에 띠룬디.

제 6조

이 합의는 베묘린1찌定의 본질적 인 二) L성부분음 이룬다.

제 7조

이 합의는 195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딴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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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베르린協定 저1 3초에 관하여〉

用投의 결재에 관한 西獨과 東獨간의 合意1l

제 1조

商品의 版賣 또는 購入과 관련하여 특별히 허가된 用投에 대한 代價의

支給은 “用投”이라는 부계정을 통하여 결재된다.

제 2조

다음에 열거하고 있는 用投에 대한 代價의 지급은 支給認可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用投”이라는 부계정을 통하여 결재된다.

(1) 다른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철

도， 도로， 수상， 항공을 통한 商品의 운송에 따른 비용， 특히 다음과 같

은 비용.

a) 임대료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운임， 노점세， 노무비용， 예선료， 체선

료， 견인료.

b) 통관료를 포함한 운송비용.

c) 하역비용， 포장 및 보관비용.

d) 관리비용， 선박운송수수료 및 교량통과비용.

e) 통관수속비용， 운송보험료.

f) 입항료와 해난구조료， 긴급처치비용.

g) 수수료， 대리인 수수료， 사회적인 써비스비용.

(2) 운송물의 접수와 운송인의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그러나 제

註 1) 1951. 2월 3일 - 197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는 合意 (B Anz.

Nr. 129 vom 18. ]uli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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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애서 T(-율되는 칠노관리의 비용은 제외한다.

(3) 1~來 또는 運送괴 판한1펴 는 다음-과 감은 費用의 支給

a) 은행비용， 은행수수료와 은행이자.

b) 볼품의 이동없이 이루어진 수선비용， 조립1:11용.

c) 꽤윈수수료， 변호사 보수， 공증인 봐수 및 법률구조와 문서작성을

위한 비용.

d) 전문기외 기술지-에 대한 보수.

e) 광고비용， 정.liL비용.

f) 전시 렛 선전 비용

g) 동산사용에 대한 대가.

(4) 불품거래에 띠-펀 위탁인， 증개언， 대리인의 보수.

(5) 공來 또는 運送과 관련된 l씌 탈상 또눈 계약:상의 손해배상

(6) 띤히료와 득허료

(7) 도살효

위에서 열거텐 l펴投에 대한 支針認可는 지급의무자의 신청으로 허가된다.

支給認可는 用彼의 제공 이전에 부여되어야 한다" J좌投의 성질상 이것이

펄가능한 경우애는 支給訊可가 시-후에 부여띈 수 있다. 支給認、 "]:8"는 가능한

한 總持認可의 형태로 부여되어야 힌다.

제 3 조

兩지역의 철도칭 사이의 청산은 이 혐정의 분질적인 구성꽉분인 이뜰 관·

청간의 특댄합의애 띠라 이루어진다.

처11 4 조

4생 망띄 15'“합j토 제2조으l 꿇·示룹 화대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리나 그 用投

애 디l 힌 代↑랩룹 7.1 iJ할 띠l 에는 許i:lJ릎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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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支給認可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用投의 부계정에 불입한 것을

수취하여 결제은행에 송금할 수 있다. 모든 결제은행은 적법한 불입이 있

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 결제은행에 그에 상당하는 끔액의 지볼을 위임할

의무가 있다. 모든 계약당사자는 이와 같이 상대방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불입된 用投에 대한 代價의 支給을 용역의 입증에 좌우되게 할 수 있다.

제 6조

쌍방에 의하여 부여된 支給認可에 대한 청산이 합의되어 있는 限度를 준

수하여 “用段”의 부계정을 통해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은 부계정

“1 /2"로부터 이월된다.

제 7 조

“用投”의 부계정에 관하여 야 합의에 의하여 결제된 用投의 代價支給에

관한 것을 체외한 나머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兩지역간의 물품거래에 관한

협정이 적용된다.

제 8조

이 합의는 동 · 서독간의 교역에 관한 1949/50년의 協定(프랑크푸르트協定)의

청산의 경우에 적용되며， 그 밖에 새롭게 체결될 협정의 본질적인 구성부

분이 된다.

제 9 조

이 합의는 조인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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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7: 베를린協定 제 10조에 관하여〉

판떤 TIl-프크시-정 지익(j퍼獨)피 꽉인발권은행의 꽉일마르크 시용-지익(束獨)긴

으1 1、-來에 관한 1951년 9원 20일 의 |찌定애 관한 꽉일 란트의 은행1)피

꽉일발궈은행간의 합의2)

:i'-좌의 관리와 지납청산에 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협의가

적용된디

A. 총 칙

1. 이히에서는 판일린·트은행괴- 독힐띤-권은행-달 견제은행이라고 jlL판다.

2. 각 절제은행은 성-대 1잉-결제은행을 위하여， 부제정 “1 / 2 "과 부제정 “3"

으로 구성파는 겔지l 구좌뜸 개선한다. 이 구좌에 대하여는 이지외- 비용이

변제된다.

3‘ 그밖의 ;;(1 :fS:장 선-윤 위하여 판함 전시1은행에 의하여 허가편 끔융기판은

청산은행이랴고 JfL판디 .

B. 送令:L‘來

1. 각 결제은행은 지급치l우자의 청산은행블 폼하여 건-제구좌에 지급받는다.

2. 지급채무자가 지납히기 첸애， 그는 지-기의 청산은행에 다유과 같은

사항이 언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이: 힌다.

a) 物品의 공급의 경우에는 공납피 /(1 급

b) 用投 빚 기타의 *삼付·애 펜하여는 느1 지급

3. 결제은행에 대힌 채속적엔 지감애 사용되는E 서식에는 통상적인 사헝-

7::t 1) 지퓨은 판일인1싱-은행

2) 195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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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그 지급이 부계정(“1 /2 또는 “3") 중 어느 계정에 관련되는 것

인지에 관한 표시

b) 불입자가 제2항에 대한 입증·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불입자은행의

의사표시

c) 지급인가의 번호， 物品의 공급의 경우에는 공급인가 내지 物品運送

狀의 번호. 송금이 다수의 지급인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금액

이 어떠한 지급인가에 관한 것인지

이상과 같은 사항은 전신송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4. 결제은행은 다른 결제은행에 의하여 불입된 금액을 대변에 기재하고，

그 불입은행에게 3부의 대변기재증명서를 송부한다.

5. 대변기재증명을 수령한 결제은행은 다른 결제은행의 당해 부계정

(“1 / 2" 또는 “3" )에 부채를 부담하고， 지급 수취인의 은행에 그 금액을

송금한다.

C. 信用狀의 발행

1. 信用狀은 당해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2. 신용장발행인의 청산은행은 공급자의 청산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고 부

계정의 대변에 기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결제은행에 당해금액을 송금한다.

3. 당해 금액의 지급과 관리에 대하여는 B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송금서

식에는 신용장의 개설을 위한 서류의 사본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결제은

행은 그 중 1부를 송금서류와 함께 다른 결제은행에 이송한다.

D. 기 타

각 결제은행은 다른 결제은행에 대하여 매일 부계정의 상태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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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첩 8: 베를린協定 저1 1 1조와 관련하여〉

에너지공갑과 그에 따른 급부의 정산에 판한 합의l)

1.

다음과 같은 3'i:*삼은 독일 pl· ~닫드[ 사용-지역 ( if미獨)파 독일발권은행의 독일마

르크사용지역(東獨)긴의 '1~來에 관한 협의 C절의 규정에 따랴서 *좁算되어이:

한다.

1. 계약당사자가 체젤힌 평딩원얘 따라 직접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경우에，

]，1- 게 정 “1 /2 "를 풍한 애너지(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2. 제약당사자가 체결한 찢約예 따라 직접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경우에，

부제정 “3"을 통한 에너지공급에 부수펴는 給付.

3. 이 협정의 효력발생에 앞서 싱웅하는 부겨l정 “1 12"릎 통하여 이루어

진 에너지공급괴 그에 따판 균부

nu

東;獨파 II디獨 으1 최고 경제기판간의--젠가의 꽁급에 판련하여 - 1950년 11월

14일 의 합의는 이 합의(별침)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다.

l벤 첩 8에 관한 l겔 첨 2)

:n
東獨:i l} jJEj獨의 최고 갱:k11기관간이 싼훨:

註 1) 1951. 9. 20

2) 1950. 11. 14-1976. 1. 1 이래보 적용-되는 판에서

3) 이 힘의는 시다l 애 두l 갔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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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1. 벤들러가 26 베를린 W35의 베를린 동력과

光(BEWAG)주식회사와 프리드리허가 194/199 베를린 W8의 국민소유의 경

영연합(2)인 에너지 北지구 사이에， 2. 벤들러가 26 베를린 W35의 베를린

동력과 光주식회사 및 루이젠가 35 베를린 NWT의 베를린 동력과 光 주

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1950년 11월 10일 내지 9일 의 합의는 1949/50년

東 · 西獨간의 거래에 관한 협정(프랑크푸르트 協定)과 그 밖에 東獨과 西

獨간의 거래에 관하여 1951 년에 체결되는 합의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으로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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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첩 9: 베를린協定 제 13조에 관하여〉

절차에 판한 합의1)

1꺼定의 상테외 햇，W0으호 확정펀 {뽑格|맺定의 이용에 판하여 uJ1 딘- 調뻗하기

위하여 다음과 김은 사헝이 힘-의되었다.

1. 승인된 모든 支給認II)‘시

2. 어 떤 경우에 또 무 엇을 끈거펴 5i*ft認1可애 대 히-에 送淸Ilk 또눈 핀-uJ1

5경可기- 부여되지 않거나 부분적으호만 부야되는지에 관-힌- 계속적인 고지.

3. 用彼去來룹 포함한 시-실상의 판매 와 _，L 입 에 관히여 2개월마다 20일피

25일 사이의 調輕.

.
nu

送術狀을 작성후l 때에는 디-음-괴 감은 원칙이 준수되이야 힌다.

인가된 送備狀은 ;東獨으보JlL터 ”꾀獨으로 또는 그 반대보 서꽉으로부터 서

비l흘 린으로 또는 그 반대로의 괄품의 운송에 판헌 금忍 -rir쉴 표시한다. 거래

관행상의 운송증권(에둡 뜰어 선하증권， 적허·풍권 등)은 送뻐狀을r 길음하지

끗한다.

1. 送術狀으1 꼬픈 가입은 타이프라-이터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13년에서

18난까지 의 71 입은 이l 외료 한다.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비워둘 수도 있디.

註 1) 1951년 9원 20일-1961. 2. 15의 BAnz. Nr. 32애 판힌 첨부에 띠른 잠

J힘、 . 이 규율→은 :-/. 시-이에 부분석으로는- 시데에 뒤갔거나 혹은 다판 합

의에 의해 증층회-띄었 cj . ( 싱 세 한 정보는 주무 지 l생 관칭 이 제공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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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記로 이루어진 訂正， 삭제， 추가는 送倚狀을 무효로 한다. 타이프라이

터에 의한 수정은 인가관청에 의해， 18난의 수정은 날인관청에 의해 승인

되어야 한다.

2. 送倚狀의 1난에는 매도인의 이름， 주소 또는 영엽소가 기입되어야 한

다. 매도인의 주소는 거리， 번지수， 전화번호 등이 상세히 기업되어야 한

다.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연락이 안됨”이라고 기업한다. 매도인의 주

소는 고무印으로도 기입할 수 있다.

3. 送布狀의 2난에는 매수인의 이름， 주소 또는 영업소가 기입되어야 한

다. 매수인의 주소는 거리， 번지수， 전화번호 등이 상세히 기업되어야 한

다.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연락이 안됨”이라고 기입한다. 매수인의 주

소는 고무印으로도 기입할 수 있다.

4. 여러 종류의 물품이 서식에 표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물품의 종류가

일련의 번호와 함께 3난에 기업되어야 한다.

5. 4난에는 수량이， 5난에는 거래관행상의 수량단위가 기입된다.

東獨에서의 신청자는 1951 년 생산계획에 관한 주요목록이 거래관행과는

다른 수량단위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목록의 수량단위를 5난에

기입한다.

6. 운송되는 물품의 거래관행상의 표시는 6난에 기업되며， 집합명칭은 허

용되지 않는다. 동독의 신청자는 6난 a에 주요목록외에 부과된 변호를 기

업하여야 한다.

7. 서독의 신청자는 공업보고 또는 원예와 축산을 포함하여 농업， 임엽，

수렵， 어업에 대한 생산물분류에 관한 물품표시의 6번자리 의 통계상의 변호

를 7난에 기입하고， 동독의 신청자는 일반적인 물품표시 ( 1950년 간행)의 물

품번호를 7난에 기입한다. 7난의 작성은 送倚狀이 인가된 지역의 감독기판

의 통제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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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만에 는 순증량(포장재료뜰 뺀 상품의 무게. 단 내부의 가벼운 포장

지l 료는 포함한다.)을 기입한다.

9. 9난에는 미l 수인애 대한 때도인의 채권이 기입된다. 특히 다음파 샅은

경우기- 이에 해당한다.

a) 부채급액의 nj] 도시

b) lJIJI후의 판매의 경우에는 lJUT lJ 1 용， 완성품의 가격.

c) 修總후의 판매의 정우에는 오로지 修網·비용.

lJIJ-T 괴- 修線을 위 힌 붉품의 공담 핏 운송포장， 증여， 듀'..상의 포장을 위

한 운송히는- 경우애는 9년-은 작성되지 않는다. 때獨애서 西 1~1탈린까지 또는

그 반대의 핀-nll 애 있어서 加工이나 修總의 경우라면 이라한 기입은 필요히

지 않디.

10. 3난에 서 9난사이 에 여백이 낚아 있다띤 항목의 수(;3난) , 충순중랭: ( 8

만)， 9난의 최종함겨l액이 분 :;<1-쿄 기입펜디

9a난이 있는 서식의 정우에는 그 사식에 항꽉의 수(3난)기- I페 II관에 푼지

로 기입펴어야 힌다.

11. 10난애는 공iCf의 동기가- 운지 j감 기입된다. 서식에 1김줍긋는 것으료는

충분히-지 핏하며， 석용되는 !써定의 조항이 1성 기 되 어 이: 한다. 加]그파 修總의

경우라띤 판매기. lJfJ工 또눈 修總필- 위해 (소극적)이루어지는기 또는 이행

된 hilT.이 나 修l網후에 이루어지는지의 이부가 향상 표시되어야 한다. 1찌定

의 3:.헝 의 기입은 送핸}Ik이 인가뭔 지익의 김-꼭기관의 똥제만을 받는다.

벡獨애서 l펴 1씨 룹 런 까지 또는 -:L 빈대의 공급의 정우에는 i껴定의 조항윤

기입힌 펜요가 없다.

12. 11만애 는 1매 수인의 f針認 iiJ 의 1씬호， 빈-행날짜 및 :sH삼認、可애 기입된

부껴l정이 표시펀다. JJfJ "::C 이 나 修總을 위 한 공급의 경우애는 판uH지띄의 판

칭으쿄부터 부여펀 sH암짧 可의 상응하는 표시가 기입되어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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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獨에서 西베를린까지 또는 그 반대의 공급의 경우에는 11난에 는 “면

제”라고 기업한다.

13. 12난에는 매도인의 날인， 주소， 날짜가 기입된다. 운송과 증여를 위

한 送新狀인 경우에는 날인은 필요하지 않다. 매도인의 서명은 6면의 送{밝

狀 모두에 잉크， 복사용 연필 또는 볼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4. “同意”난은 상대 지역의 감독기관에 의한 심사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

“認可”난은 발행날짜와 유효기간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西獨의 관청에 의해서 인가된 送衛狀에는 날인 또는 고무印과 서명.

• 東獨의 관청에 의해서 인가된 送倚狀에는 날인과 서명.

• 送빠狀의 2면은 手記(잉크 또는 볼펜으로)로 서명되어야 하고， 그 외

의 모든 면은 복사될 수 있어야 한다.

L5. 送倚狀이 認可된 후 매도언은 그 외의 다른 운송증권(션하증권， 적

하증권 등)과 일치하는 사실상의 판매수량， 중량， 대금총액을 13난 내지

17난에 기입한다. 이 기입은 手記(잉크， 복사용연필 또는 볼펜)로 이루어져

야 한다. 개별적으로 인가된 것 보다 많은 수량과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

어서는 안된다. 加工이나 修續을 위한 물품의 판매， 반환되는 임차지， 이삿

짐， 증여물 인도， 무상의 포장 등의 경우에는 171난은 작성되지 않는다.

16. 운송에 앞서 18난에는 운송수단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화물자동

차 운송의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허가번호와 경우에 따라서는 트레일러의

허가번호가 기재되고， 철도운송의 경우에는 차량번호가， 선박운송의 경우에는

선박의 이름이 기재된다.

17. 19난에 는 운송회사의 날인 또는 매도언이 스스로 운송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날인이 기입된다. 20난에는 送猜狀의 번호가 타이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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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또는 안정-으호 기입뭔다.

18. 이섯-집원- 운송하는 경우에는 6a , 7, 8, 9, 11, 16, 17난의 작성이

면제된다. 풍여불필 운송하는- 경우에는 Ga, 7, 9, 11, 17만의 작성이 면처l

된다.

19. 1946년 11 원 의 띤힘 j난 룹세워윈회의 유보목-묶-에 해당되는 샅픔듭을

때 11]] 한 린 에 서 V니獨까지 운송하는 장우에는 2띤 “ l바찮”난에 베뜰련r-li위원회의

서멍파 널인이 기재펀다. “짧니J "단에 는 소떤 통-제위원회의 날인파 서멍이

기재뭔녀1)

〈별첩 10: 베를린協定 제 15조에 판하여〉

li]] 가 2 )

i注 1) 이 규융은 더 이성 작용되지 않는디.

2) Vgl. 15LJ. Erg강nzung des IZH - Er l. 94, Nr. 129 vom 18. Juli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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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11 : 베를린協定 제 18조에 관하여〉

議定書1l

1. 東獨과 西獨의 주무관청은 協定 제8조에서 규율되는 負f貴總類의 상태

에 관계없이 購入認可， 支給認可와 送빠狀을 허가한다.

2. 신청에 의해서 장기의 판매계약을 인가하며， 절차적으로는 당해 년도

에 이행되었거나 혹은 이행될 給付(支給 또는 판매)는 그 給付가 이루어진

당해 년도에 청산되어야

給付가 수년에 걸치거나

함을 合意한다. 이러한 장기의 판매계약은 합의된

호L으.. '- 계약이 체결된 년도 보다는 그 후의 년도에

이행된다.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곧

이어 체결되어 1960년 8월 16일 合意의 구성부분이 될 特別議定書에 유보

한다.

3. 加工과 유상의 修續은 그에 상당하는 물품의 항목에서 청산된다.

4. (폐기)

5. 東獨이나 西獨에서

은 合意가 있어야 한다.

얻을 수 없거나 호
「

제조되지 않는 물품의 급공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a) 차량을 수선하는 경우에 사용된
1=lTI:

• I P '

b) Beistellungen.

c) 외국산 동물.

註 1) 1960년 8월 16 일 (IZH - Er l. 94, BAnz. Nr. 168 vom 1. September

1960), 5번 에 관해서는 1978년 4월 13일의 合意、에서， 그 밖의 것에 대

해서는 1976년 11월 24일 이래 적용되는 合意에서 (179. Erganzung des

IZH - Er l. 94, BAnz. Nr 227 vom. 2. Dezember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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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납지-측인 동꼭의 〕，L 제 정 1/2, “핑산불”힘목 B애 대해서는 다음과

간은 시-향이 작용펀다.

a) 東獨이 검-탄을 판매하2;1 띤 II)] 년 최소한 4，200，000톤 이 인가되어야

한다.

매 댄도 최소한 10원 15 일 까지 는 차기의 떤도에 4，200，000폰을 초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룹 알레이: 한디. 이에 따라 그 시기에 통용되는 價格을

고려하여 ↑寶格l없度가 계산된디.

떤도의 기간내애 가격이 딴한 경우에는 합의펜 판매뜰 기초로 하여 價格

|없度가 새합거l 선-정된다.

l構入 al전 nf와 送{원狀의 뼈J I아은 매 년도 12원 31일까지 이다. 認可.의 기한은

이 시점을 넘지 붓한다.

東獨의 판매가 價格~N度뜰 초파하지 봇하는 경우에는 이 감소는 자기의

년도에 고려된나.

b) 東獨이 二l 팎의 다판 핑-산관윤 핀 II)] 히 러 띤 매 년도 111 다 5천 만

VE까지 認可되어야 한다.

7. 공급지-측인 서꼭의 Ji1- 계 정 1/2 “팡산함” 항꼭 C에도 불구하jl 틴팡

코크스와 코크스 석탄의 판매기 이루어진다.

8. (폐기)

9. (폐 기)

10.1、來외 ::1- 댐j월달 벨전시키기 위하여 베뜰런|찌定 1펀 첨 1, 2의 D헝

꼭 품품으1 til효과;來가 증대퍼도폭 노펙혀기쿄 힘-의한다.

11. 핑뜩파 서꽉은 이 |찌定 변춰 1, 벨첨 2.A의 E.1. 항목 물품의 f§

Til;來 / ] 즙매되도콕 노121힌다.

12. I써定 익 멘추1 4의 “농산궐， 식품? 수산함， 원예작꼴”항목 A에 띄까하여

다유」’1- 0온 외놔산으l 딸픔이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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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 계산년도마다 2천만VE까지의 중모피와 경모피.

b) 매 계산년도마다 l천만VE까지의 카카오， 권련， 담배

c) 매 계산년도마다 8백만VE까지의 권련

13. 사료용 곡물과 공업용 곡물은 공급자측인 동독의 부계정 1/2 A항목

에 해당한다. 그 종류의 확정은 合意에 따른다.

14. a) 공급자측인 동독의 부계정 1/2의 “농산물， 식품， 수산물， 원예작

물”항목A에도 불구하고， 소시지상품과 제육상품의 판매는 매 년도마다 60만

VE의 한도까지 이루어진다.

b) 공급자측인 서독의 부계정 1/2의 “농산물， 식품， 수산물， 원예작물”항

목A에도 불구하고， 소시지상품과 제육상품의 판매는 매 년도마다 40만VE의

한도까지 이루어진다.

15. a) 協定 별첨 3， 4의 “임산물”항목 B에 의거하여 목재가 공급될 수

있다.

b) 協定 별첨4의 “임산물”항목 B에 의거하여 수입생목과 목재는 계산년

도바다 4백만VE 가액까지 공급될 수 있다.

16. 공급자측인 동독의 부계정 1 /2의 “유리， 자기， 사기， 요업생산물”항목

N에도 불구하고 전자요업 생산물과 요업공학 생산물이 공급될 수 있다.

17. a) 공급자측인 서독의 부계정 1 /2의 “인삼염” 항목Q에 불구하고 서독

의 천연인산염의 공급은 合意에 따라 이루어진다.

b) 서독이 원산지인 인산염에 대해서는 매 년도마다 3천만VE의 協定價

格에 따른다.

18. “섬유”는 모든 종류의 섬유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合意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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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協定 제 1 8조에 관한 議定홈에 대한 特別 識定톨

1960년 8 원 Hi일의 김義상;듬량에 대한 기숲적 내지 젤치-적인 갚 An 에 대한

特딩Jj滋定휩.n

1951 년 9윌 20인 의 베핀란 i찌定에 관한 1960년 8월 16일 의 싼:혐;뜰 기초

갚 히 여 東獨괴-[J꾀獨의 주1，1-관-청에 의하여 〕iL여 되 는 댐可에 판하여 다음과

갇이 合‘단되었다.

1. 총 칙

1. 매년도 12원 31인까지 집수펀 申댐에 대하여 그 신청이 접수된 년도

의 계 산으로 _--r 히1 12원 31일 이후애도 爛入과 R反賣-의 닙忍可가 듀L여될 수

있디.

2‘ 한 해 안에 힘 정 편 {월4협 l씬度닫 〕ι두 시 장 하지 붓-한 경 우애 는， 양측에

서는 1960년 8원 16연 의 合찮 All2항의 띄 11]에시 다음 년도룹 위한 추가

합의핀- 한 수 있다.

II. 단기의 셋約

1. 다감~ j!l 낌-은- 찢싸J은 단기 ;til약이 다.

a) 선청서콸 제출한 년도내에 전지}되어이: 힐 찢約，

b) 신칭서찰 An 출 한 년도내 j및 다음- 년도의 1/4분기내 에 견제되아야

후1- 햇約， )호조l..
--, L •

c) 신청서칠 제출한 다음 년도의 1/4분기 내에 걸재되아이 헐 첫%J

註 1) 1961년 1원 5연 (BAnz. Nr. 7 vom 11. 1. 1960-1962년 9원 1인 1lL

터 식 잉 되논 상첩、Jt ( BAnz . Nr. 170 vom 7. 9.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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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I , 1 의 의미의 찢約에 대한 購入 및 股賣의 認可는 원칙적으로 계

약에 정한 공답기간과 일치하도록， 늦어도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로 기간

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支給認可”와 “구입인가에 대한 지급인가”에 대한 기간을 부여함에 있

어서는 합외된 支給期限을 고려하여야 한다.

III. 장기의 찢約

1. 공급의 기간이 수년에 걸치고， 합의 당시에 해마다 공급해야 할 수

량과 가액을 챙한 경우에는， 해마다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認可의 기한은 II , 2와 3에 따른다.

2. 공급이 계약이 체결된 다음 해에 이루어지도록 합의된 경우에 그 인

가는 공급하기똥 합의한 년도에 부여된다. 이 경우에는 II , 2와 3이 고려

되어야 한다.

3. 공급의 기간이 수년간에 걸치고， 합의 당시에 해마다 공급해야 할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측 사이에 인가의 종류와 방법에 관하

여 별도로 합의한다.

N. 給付의 청산

1. 단기의 제약을 기초로 한 供給은 공급하기로 합의한 해에 결제된다

(결재년도)

II , 1. b) 와 c) 에 규정된 찢約에 대하여는 신청년도를 결재년도로

한다.

2. 장기의 계약을 기초로 한 供給에 대하여는 공급하기로 합의한 년도를

결재년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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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기한을 II , 2에 규정된 기간으로 연기하더라도 결재년도는 변경되

지 않는다.

4. 賣買찢約과 支給認可는 동독의 주무관청에 의하여 “결재년도

19 . "이라고 표시되고 서명된다.

賣買횟約과 支給認可에 동독의 주무관청에 의하여 특수한 난에 “결재년도

19 . "라고 언쇄된 경우에는， 이 난이 N , 1 에 의하여 기입되어야

한다.

5. 모든 계약과 모든 인가에 대하여는 오로지 한 결제년도만이 부여된다.

6. 支給에 관한 合意가 있는 장기의 횟約의 경우에는 N, 2와 5와는

달리 N , 4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지급을 고려하여 수년의 결재년도가

정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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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東 · 西獨間의 去來規定의 실시에 판한 規定( IZAV - DV )

1979년 3윗 1인

떤 1앙 1 ll } 월간행붙 제3J lL 으l 싸 -rill獨낀 으1*來)~ ;，t 세3조 내지 세5조， 세7조

2 행 ， ~118.:?: 내지 저]1 0조 4 행 과 5헝 ， 제 13조에 끈거히-0:1 분류맨호 770-2.띄

상포된 수정 안이， 제 10조 4항피 5헝 이 1968 1간 5월 22일의 rJtl.定 ( BAnz. Nr.

97 vom 25. Mai 1968) 에 의해 개정뇌어 규정되었다.

저I 1 절 총 칙

제 1 조 작용ll꺼 워

이 );J~定 E- 시l 밴 적 으로 짧피’義務가 있는 핀미l 와 거래에 작용된다. 제5조

4 헝→ iLl· ~1]12조 1 행 은 일반석으로 샘끼r된 판매와 ~lL엽 에 대해서도 작용된디.

제 2조 정어성의

1. “ iπi獨A "이란 서복에 가소， 주소 또는 앙엽소가 있는 지-릎 만힌다.

2. “짜柳A"이런 동꼭내에 가소 또는 주소가 있는 자룹 1꽉한다.

3. “제3국언”이란 저11 3 -:r~애 서소 kC~..-_:-)- l:::: 주소기- ,,' L.
),j, '[二r 자를 딴한다.

4. “제3놔”이판 서꽉괴 동꽉으l 영약원: 제외한 모끈 지역을 딴한다.

5. “판매”란 사꼭에샤 동꼭3FJ;의 성퓨의 이송을 딴한다.

6. ι=jL입 ”이 란 동뜩에서 서똑으로의 상퓨의 이송을 1감한다.

7. 送網狀의 “訊可”는 판매에 대한 것이고， 購入認펴‘의 “認띠."는 구때애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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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인가관청

認可는 별점1에 열거된 州관청에 의해서 부여되며 공업 또는 식품업 및

임엽의 연방주무관청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州는 다른 관청에 관할권이

있음을 밝힐 수 있고， 이 경우에 연방경제장관은 그 다른 관청을 관보에

공고한다.

제 4 조 신청과 인가의 형식

(1) 送布狀은 별첨3에 따른 書式으로 신청되고 부여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認可된 판매가 부분적으로 운송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운송부분

에 대하여 별첨4에 따른 書式(부분운송 送倚狀)이 사용되어야 한다.

(2) 購入認可는 별첨5에 따른 書式으로 신청되고 부여되어야 한다.

제 5 조 인가의 범위

(1) 다른 규정이 없으면 認可는 기초가 되는 쫓約과 二I 이행을 포함한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認可는 서독에서 판매하고 동독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얻어지거나 생산되는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한다.

(3) 送倚狀은 1. 서독에서 얻어지거나 생산되는 물품틀에 대해， 2. 물품

의 구업에 관한 찢約을 이행하기 위해 서독의 계약당사자에 의해 부가된

외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자유로운 去來를 통하여 단지 판

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4) 물품이 특정의 방식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購入認可가

부여되면 매도인은 매도시에 매수인에게 이 사용제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

다. 매수인은 이 물품을 규정된 방식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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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6 조

구입이 가격설정과 핀-떤하여， 동일한 종류의 또는 동일한 꼭석으호 사용

되는 붉품이 생산되거나 혹은 싱딩-힌 시정-교란윤 야기시취으로써， 서꽉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지역의 일부에 상당한 손해찰 n] 치 게 되는 정우애는 購入

짧Ii]‘는 가절펠 수 있다.

제 7 조 購入짧-ijl' 으l 사후적 JIt여

聯入짧可는 다음과 같은 경우애는 사후애 부여될 수 있다.

l.a) 매 TIll 제 약案 또는 매입의 동기에 관한 다른 증거뜰에 반하여， 東 ·

댄獨간의 ji來;):])£ 저H2조와 1977년 11월 18일의 東 . I멘獨간의 ::to來

規定에 판한 -般認可 제3호의 제 1조 제 1항 19호에 서 표시힌 종류

의 우편운송고1- 철또운송으보 운반되는 去來 또는 그 밖의 산업상

사용하기보 겔정한 팝품.

b) 매수인 자신이 사용 또는 소비하기보 결정하고 그 종류나 수핑:상

적절한 한도가 있는 개인적 펠요룹 충촉시키는 불퓨.

c) 5백 만따프크 이싱의 가때으로써 ::2 종류나 수량에 따라 적절한 한

도가 있는 자떤인에게의 증여판피- 선꼴.

2. 그 이외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제 8 조 풍파장소

불품은 벨첨2애서 열가된 정-소픔 콩히-여 서꼭내외료 운-송되어야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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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2절 판매와 구입 (가공， 수선， 3각무역은 제외 )

제 9 조 신 청

(1) 認可를 부여받기 위한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

다.

1. 판매와 구입에 대한 支給이 청산절차(제 12조 1항) 로 이루어져야 하

는 경우에는 완전한 계약증서 2통

2.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와 구업의 동기에 관한 증서

(2) 신청에 대하여 그 수령의 시기가 중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증서가 수령되는 시기가 기준이 된다.

제 10조 판매와 구입의 조건

(1) 다음과 같은 사항은 관보에 공고되어야 한다.

1. 결제절차(제 12조 l항)를 통한 支給으로 판매 또는 구입할 수 있는

불품과 그 판매 또는 구입이 허용될 수 있는 조건. 이 공고는 외

국 원산지인 물품의 공급과 구입을 명백히 규정하지 않는 한 서독

에서 판매하고 동독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얻어지거나 생산되는 물품

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종결되는 공고. 이러한 경우에 신청은 신청된 것보다 더 적은 가

격 또는 더 적은 수량으로 인가될 수 있다.

(2) 공업의 연방 주무관청과 식품 및 영업의 연방 주무관청은

1. 근거 있는 경우에는 공고규정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2. 매수언에 대해 구입에 관해 규정된 물품과 구입된 물품간의 연관성

에 관한 충분한 보고 및 검사안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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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 수언에 내해 ι，1- 임 된 쉰괜애 핀1-한 J)_jL~탑 요구한 수 있다.

제 11 조 상호거래

(1) 디유괴 감은 ;성우 에는 핍 liT기 .tiL여 퍼 지 않는다.

1. 기초가 되는 렛約으보 핀 nll 또는 구-입을 반대공급애 대힌 代價로

8]순r 경우

2. 기초기 펴는 햇約으낀!.. ;n 약-당시-자의 x，f，암을- 상대 1잉이 그에게 의무있

는 Jz*싼을 jf1!L하는 것에 단려 있게 하는 경우.

세 12 조 jC 웨

(1) 펜끼R 또는 구입애 관련한 支給은 팍인떤방은행펴 펀-웬민주공화국의

국가은행의 전제전자룹 풍해 청선-된다. 동일한 찢約에 의기한 치l약당시'A]-의

상호간의 치!권은 지급읍 힌 띠l 애 성쇄펀다.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세전텐 c]-찬 지1 약에 의기하는 상호간의 채권의 상쇄도 ‘상업의 연 1생

주무관청에 의해 허상3닐 수 있다.

(2) 제1헝의 정선이l 있이서 다음파 간은 An 품에 대힌 支給은 현끔으로

fj-부되 고 수취펀 수 있다.

1. 매 un 대 납이 전시비용을 지판하는떼 사용되는 경우에 그 젠시목적을

위해 사용-띈 불-품.

2. 여행자기 지신의 사용 또는 소I:!]룹 위째 소지하띠 느I 종류와 수링:

애 따라 적절힌 한도내에 있는 개인적 필요달 충족시키는 꽉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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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3절 가공과 수선

제 13 조 용어정의

(1) 加工이란 서독인파 동독인간의 다음과 같은 去來를 말한다.

1. a) 보수(가공 수수료)를 代價로 하여 加工할 목적으로 서독에서 동

독의 수탁인에게 물품이 공급되는 경우 (소극적 加工)

b) 보수(가공 수수료)를 代價로 하여 加I할 목적으로 동독에서 서

독의 수탁인에게 물품이 구입되는 경우 (적극적 加I)

2. 加工을 한 후에 본래의 지역으로 물품이 재운송되는 경우

(2) 제1항은 修續의 경우에 準用된다.

제 14 조 加工의 절차

(1) 加工은 가공된 물품이 공고(제 10조)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1. 적극적 加工의 경우에는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2. 소극적 加工

의 경우에는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공고되어 있으면 認可된다.

(2) 가공될 물품과 가공된 물품에 대한 認可를 부여받기 위한 신청에는

완전한 계약증서 2통이 첨부되어야 한다.

(3) 소극적 加工의 경우에 送빠狀은 관세법상 자유로운 去來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권리만을 부여한다.

(4) 가공된 물품에 대해 認可를 부여하는데 대해서는 제 10조가 준용된다.

(5) 加工과 관련한 支給에 대해서는 제 12조 1항이 준용된다. 공고에 다르

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가공수수료는 가공될 물품의 수량을 초과하여

공급 또는 구입하거나 혹은 가공음 할 때에 생기는 부산물을 양도함으로써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보상될 수 있음을 認可에서 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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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5 조 수선절차

(1) 댐可를 부여받기 위한 신칭샤는 1. 수선펠 뀔-품의 경우에는 공~납

또는 구입의 동기애 판한 증서가 침.!}-되어이: 하고， 2. 수선된 붉품의 경

우에는- 완전한 겨l 익:증서가 2통 첨부-되이이- 힌다.

(2) 소극적 修繼의 강우에 送뻐ilk은 판세 r1) 상 지-유로운 去來를 통하여

꼴품을 공납힌 권리만을 jil여 한다.

(3) 修總에 판떤된 支샘애 대해서는 제 12조 1헝-이 준용된다.

저1 4절 삽각거래

지11 16 조 용어정의

三角:;;1\-來란 뼈獨A과 第三國A 사이의 디-음과 같은 *來를 딸한다.

1. 직접 서꽉에서 또는 제3퍼을 경유히-여 동팍으호 콸품이 운송되는

去來

2. 직접 동꽉에서 또는 제3놔을 경유하여 서독으로 붉품이 운송되는

소來

제 17 조 칠치

(1) 三角￡來에 대한 認可를 부여받기 위한 신청에는 판떼 또는 구입의

동기에 괜한 증서룹 침부해야 힌다.

(2) 제5조 2항과 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제8조와는 달리 l펀 칩 2에서 제시되지 않는 한 붉품은 지정된 통과장

소로 운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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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무역규정 제9조 1항에 따른 물품이 수출허가증과 함께 인도되면，

送倚狀의 2면 이 수출허가증과 함께 운송세관에 제출되어야 하고 수출세관에

서 교부되어야 한다. 물품이 운송-수출승인서와 함께 인도되면， 送新狀의

2면 이 운송-수출승인서와 함께 운송세관에서 교부되어야 한다. 운송수출승인

서 2난에는 送빠狀의 번호가 기업되어야 하고， 그 뒷면에는 “특별기입”이라

기입하고 그 밑에 “送빠狀이 있음”이라 쓴다.

(5) 支給은 결제절차(제 12조 1항) 외 에 서 급부되어야 한다. 서독인과 동독

인간의 支給請求權은 支給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저I 5 절 부 칙

제 18 조

(1) 이 규정은 1979년 4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고， 1985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잃는다.

(2) 이 규정의 효력발생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은 효력을 잃는다.

1. 동서독간의 去來規定 -DVO 1

2. 동서독간의 去來規定 -DVO 2

3. 동서독간의 去來規定 -DVO 3

4. 동서독간의 去來規定 -DVO 4

5. 동서독간의 去來規定 -DVO 5

1978년 6월 9일의 去來規定(BAnz. Nr. 123 vam 6. Juli 1979) 에 의하

여 마지막으로 개정된 1970년 12월 16일 의 모든 去來規定 (Beilage zum

BAnz. Nr. 239 vam 23. Dezember 1970). 동 · 서독간의 去來規定-DVO

2에 관한 별첨과 동 · 서독간의 거래규정 -DVO 3에 관한 별첨1， 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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