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해·긴장완화 편





















































































































































































































































































































































































































































































































































통행·통상·통신 편













































































































































































































































































































































































































































































































































분야별 교류·협력 편













































































































































































































































































































































































































































































참 고 문 헌
















































	책을 내면서
	목차
	화해.긴장완화 편
	1. 정치적 화해
	1-1. 내독관계의 성격
	1-2. 내독 관계의 주요 쟁점
	1-3. 정상회담 및 고위급 접촉
	1-4. 분쟁조정기구
	1-5. 내독관계에 대한 동.서독측 기관 관할권
	1-6. 정당간 접촉.교류
	1-7. 서독 내 공산당의 활동과 서독 정부 대응
	1-8. 동.서독간 간첩 사건 처리
	1-9. 인권문제 논란
	1-10. 동독 지역 정치범 석방을 위한 내독간 비밀거래(Freikauf)
	1-11. 행정.사법 공조

	2. 외교.안보와 내독관계
	2-1. 서독의 신동방정책과 독일통일
	2-2. 동독의 대서방 외교정책
	2-3. CSCE와 내독관계
	2-4. UN에서 동.서독의 활동
	2-5. 군사.안보분야 교류.협력


	통행.통상.통신 편
	3. 인적 교류(통행 문제)
	3-1. 협상 및 협정 체결
	3-2. 여행 및 방문교류
	3-3. 동독주민 탈출.이주문제
	3-4. 국경지역 개발
	3-5. 동.서독 교통망확충 공동 프로젝트

	4. 경제교류.협력(통상문제)
	4-1. 내독교역의 국제.국재정치적 재조명
	4-2. 내독 경제교역의 시작과 협정상 근거
	4-3. 내독 교역의 현황과 발전 과정
	4-4. 내독교역 상의 청산.지불
	4-5. 내독간 자본 거래
	4-6. EC와 내독 교역
	4-7. 동독의 외화 획득 사업과 내독 관계
	4-8. 내독간 물품 거래시 유의사항
	4-9. 내독간 용역 거래시 유의사항
	4-10. 내독간 경제협력의 제 유형과 절차

	5. 우편.통일 교류
	5-1. 협상 및 주요 쟁점
	5-2. 협정을 통한 주요 합의 내용
	5-3. 구체적 교류 사례
	5-4. 우편일괄금(Postpauschale)
	5-5. 동독지역에 대한 선물용 소포발송시 유의사항


	분야별 교류.협력 편
	6. 비상업적 지불 및 청산교류
	6-1. 협상 및 주요 쟁점
	6-2. 협정 체결
	6-3. 생계비 지불
	6-4. 폐쇄구좌예금(Sperrguthaben) 분야
	6-5. 상속재산 처분
	6-6. 은행구좌 설치 및 거래

	7. 학술.과학.기술 분야
	7-1. 협상 및 협정 체결
	7-2. 주요 쟁점
	7-3. 문화협정에 의한 학술.과학.기술 협력
	7-4. 과학.기술 협정 이후 협력
	7-5. 경제적 측면에서 본 과학.기술협력

	8. 환경분야
	8-1. 협상 및 협정 체결
	8-2. 주요 쟁점
	8-3. 양독 국경지역에서 하천 보호 문제
	8-4. 양독 국경지역에서 대기 오염 문제
	8-5. 내독간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사업

	9. 보건 분야
	9-1. 협상 및 협정 체결
	9-2. 상대편 지역 방문 도중 발병시 의료지원
	9-3. 건강.보건분야 전권위임자 접촉
	9-4. 서독에서 동독으로 선물소포로 발송가능한 의약품
	9-5. 내독관계에 있어서 적십자사의 역할

	10. 문화 분야
	10-1. 협상 및 협정 체결, 주요 쟁점
	10-2. 구체적 교류 사례
	10-3. 동독의 문화정책과 동독문화인들의 반체제 활동
	10-4. 동독으로부터 예술품.문화재의 반출

	11. 청소년 교류
	11-1. 협상
	11-2. 협정 및 국내법적 근거
	11-3. 청소년들의 상호여행
	11-4. 신교 청소년 단체단 접촉

	12. 스포츠 교류
	12-1. 단절과 경쟁의 스포츠 교류사(기본조약 체결 이전)
	12-2. 스포츠 교류에 대한 입장
	12-3. 조약 및 협정
	12-4. 스포츠 교류 계획(Sportplaene)의 수립과 시행상의 제문제

	13. 방송.언론분야
	13-1. 협상 및 협정체결
	13-2. 주요 쟁점
	13-3. 서독방송이 동독체제에 미친 영향과 동독의 대응
	13-4. 동독인들의 서독 TV.라디오 청취현황

	14. 도시 자매 결연
	14-1. 협상 및 협정 체결
	14-2. 주요 쟁점
	14-3. 자매결연 상대의 선택
	14-4. 구체적인 교류 사례

	15. 종교.교회 분야
	15-1. 동.서독 교회의 분리와 교회의 분단극복 노력
	15-2. 공산당의 대교회정책
	15-3. 과거 서독교회의 대동독교회 지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