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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그동안의 동서독 정상회담 사례연구 내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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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o 동서독간 정상회담은 총 6회 개최됨.

- 1차회담: 1970.3.19, 동독 Erfurt 개최

(Brandt 수상 - Stoph 각료회의의장)

- 2차회담: 1970.5.21, 서독 Kassel 개최

(Brandt 수상 - Stoph 각료회의의장)

- 3차회담: 1981.12.11-13, 동베를린근교 개최

(Schmidt 수상 - Honecker 국가평의회의장)

- 4차회담: 1987.9.7-11, 서독 Bonn 개최

(Kohl 수상 - Honecker 국가평의회의장)

- 5차회담: 1989.12.19-20, 동독 Dresden 개최

(Kohl 수상 - Modrow 수상)

- 6차회담: 1990. 1.16, 서독 Bonn 개최

(Kohl 수상- Modrow 수상)

o 이외에 구소련 서기장 장례식 참석을 계기로 양독간 고위급 비공

식 접촉이 이루어진 바 있음.

- 1982.11.14 브레즈네프 장례식(Carstens 대통령-Honecker 의장)

- 1984. 2.14 안드로포프 장례식(Kohl 수상 - Honecker 의장)

- 1985. 3.12 체르넨코 장례식(Kohl 수상 - Honecker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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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내독관계 진전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1, 2차 회담은 양독관계 정

상화 초기단계, 3, 4차 회담은 양독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단계, 5,
6차 회담은 통일달성 직전단계에서 각각 이루어졌음.

o 동서독간 정상회담은 독일통일을 시동하고 마무리하는 중요한 계

기로 평가됨.

- 1970년대초 1,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서독정부의 통일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방정책(Ostpolitik) 추진의 모멘텀이 마련되었으며

* 1,2차 정상회담(1970.3.5)→모스크바조약(1970.8.12)→바르샤바조

약(1970.12.7)→베를린협정(1970.3-1971.9)→동서독기본조약

(1972.12.21)으로 이어지는 동서독 관계정상화의 첫발

- 1980년대말 베를린 장벽 붕괴로 통일이 가시화된 상황에서는 정

상회담을 통해 독일통일의 기본구도 마련

2. 정상회담 사례

가. Brandt-Stoph간 제1차 정상회담(동독 Erfurt, '70.3.19)

1) 경 과

o Brandt 수상, 취임연설을 통해 양독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

하고 동독측에 협상을 제의( 6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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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는 독일내에 또하나의 국가로서 동독의 존재를 인정하

며, 이러한 정책에 입각하여 양독정부가 상호 대등한 자격으로

협상할 것을 제의함.

- 동독에 대한 국제법상의 승인은 고려될 수 없음. 비록 독일내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양자간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외국간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임.

o Ulbricht 동독 평의회의장, Heinemann 서독 대통령에게 양독간

동등한 자격에 기초한 관계 수립을 위한 조약안 을 제시하며 정

상회담 제안( 69.12.17자 서신)

- Stoph 동독수상과 Winzer 동독외무상을 협상대표로 지명

o Heinemann 대통령, 협상제안을 환영하며 서독정부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회신( 69.12.19)

o Brandt 수상, Stoph 수상에게 정상회담 수락의사 표명( 70.1.22)

- 회담의제로 무력행사 포기, 동등한 자격에 입각한 양독관계의

수립, 분단고통 완화를 위한 실질적 문제의 해결 등 제시

·회담의 사전준비와 진행 등 기술적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실무접촉대표로 서독측에서는 Egon Franke 내독관계성 장

관을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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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 이후 Dr. Horst Ehmke 서독 수상실장관과 Michael Kohl 동

독 내각사무처 처장간의 전문교환을 통해, 양측은 70.3.2 준비회

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기로 함.( 70.2.20)

2) 실무준비회담 개최

o 실무준비회담은 4차례에 걸쳐 동베를린에서 개최됨( 70.3월 3, 5,
9, 12일)

- 서독측 회담대표는 Dr. Ulrich Sahm 연방수상실 차관보였으

며, 동독측 회담 대표는 내각사무처 부처장인 Dr.Gerhard
Schuessler 였음.

o 실무준비회담에서는 의제문제 보다는 회담장소 문제 가 쟁점

사항이었음.

- 동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Brandt 수상이 서베를린

을 경유해서는 안된다는 동독측 주장과 서독측의 반대가 대립

<동독측 주장이유>

서베를린은 국제법상 특수한 지위를 가진 지역으로 서독의 영
토가 아님.

Brandt의 서베를린 방문은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4대 전승국의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Brandt의 서베를린 방문은 하나의 Provocation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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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독대표들은 Brandt의 서베를린 방문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었으며, 서독 언론들도 서독 연방수상이 서베를린을 방문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동독측의 주장을 비판

(서독 Wickert-Institute in Tuebingen 의 여론조사 결과, 서독

주민의 86%가 회담장소로 Berlin 이외의 지역을 거부)

o 장소문제로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Brandt 수상은

회담장소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만큼, 제3의 장소에 대해

토의할 것을 제의

- 4차 실무준비회담(1970.3.12)에서 동독측이 Erfurt를 제시하고 서

독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장소문제 타결, 합의서 발표

<실무준비회담 합의서(1970.3.12)>

독일민주공화국 각료회의 Willi Stoph 의장과 독일연방공화국

Willy Brandt 수상 간의 회담개최를 위한 기술적이고 의전적인

준비 협상을 맡은 양측의 실무준비회담 대표단은 정상회담을 동

독측의 제의에 따라 1970.3.19 Erfurt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

다. 본 합의내용은 Berlin과 Bonn에서 동시에 발표된다.

3) 의전, 경호, 공보문제 현지협의

o 정상회담 장소, 일자 확정 후, 서독측은 현지 사전준비팀 6명을

파견(1970.3.16)

- 구성 : 수상실 과장(팀장), 공보처 보도 담당관, 연방경찰청 경호

팀장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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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전준비팀은 회담전일 까지 수시로 동독측과 접촉, 일정 등 협의

- 동독측의 사전준비팀장은 준비실무회담 대표였던 Schuessler(내각

사무처 차장)

- 회담 전전일인 3.17 동독측이 세부일정을 제시, 협의 개시

4) 서독주민들의 정상회담 전망

o 서독의 여론조사기관 Wickert Institute in Tuebingen 이 서독 국

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 응답자의 약 75%가 정상회담 개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회담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약 50% 정도가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

※ 14%가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나

머지 36%는 정상회담 후 6개월-1년내에 성과가 나타날 것으

로 응답

5) 정상회담 개최(1970.3.19)

o 회담 진행일정

- 회담전일 20:00 Brandt 수상일행 특별열차편(10량)으로 Bonn 출발

- 1970. 3.19 07:45 특별열차 동독 국경 게어스퉁겐역 도착

·동독 외무성 의전장 Horst Hain과 내각사무처장 Dr.Michael Kohl
이 열차에 올라 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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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0 Erfurt 중앙역 도착

·Stoph 동독수상, 플랫폼에서 영접 및 수행원 소개

- 10:00 오전 회담(Erfurter Hof)
·Stoph, Brandt 순으로 기조연설문 낭독

- 12:00 오찬

- 15:00 오후 회담

- 16:00 Buchenwald 소재 나찌 희생자 추모비 방문, 헌화

- 18:30 정상 단독회담

- 20:00 서독으로 출발

o 양측 기조연설 요지

- 회담에서 양측이 행한 기조연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서독측 기조연설 >

1. 양 국가는 독일민족의 단일성을 수호할 의무를 지며, 양 국가는 서로

외국이 아님.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들, 특히 모든 차별의 배제, 영토보

존의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경계선의 상호존중 의무 이행

3. 상대방의 사회구조를 폭력으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아야 함.

4. 양 정부는 선린관계적 협력, 특히 정부간 합의에 의해서 상호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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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체로서의 독일과 Berlin에 관한 강대국의 현존하고 있는 권리와 책

임들은 존중되어야 함.

6. Berlin과 그를 에워싼 지역의 개선에 관해 합의하려는 강대국의 노력

을 지지해야 함.

< 동독측 기조연설 >

1. 국제법의 기초위에서 모든 차별을 없애고 동독과 서독간에 동등한

정상적인 관계의 수립, 어떤 형태로든지 서독정부에 의한 단독대표

라는 월권의 포기

2. 상대방 대외관계에대한 불간섭, 할슈타인원칙의 궁극적, 명백한 포기

3. UN헌장 제2조4항에 따른 제한 없는 국제법상 상호승인, 영토보존과

기존 국경선 불가침성의 상호승인하에 동·서독간에 무력 포기

4. 동독과 서독의 UN기구 가입신청

5. 핵무기 소유의 포기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핵무기 처분권의 포기, 생

화학무기의 생산, 사용 및 저장의 포기, 군비지출의 50% 감축

6.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잔재의 제거와 관련되고 있는 문제들의 토의

7. 동독에 대한 서독의 모든 부채의 청산과 서독에 의한 배상 규정 마

련(1,000억DM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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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회담결과

- 쌍방간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선에서 회담 종료

- 2차 정상회담을 1970.5.21 서독 Kassel에서 갖기로 하고 간단한 공동

성명 발표

6) 언론인 취재문제

o 동서독은 정상회담 취재 언론인의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

하지 않았음.

- 기본적으로 서독을 포함한 서방기자들의 정상회담 취재문제는 동

독측의 출입국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었음.

- 서독 정부는 동독측에게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

o 서독 정부 대변인은 Erfurt 정상회담 취재를 위한 허가서를 각

언론인이 개별적으로 동베를린 소재 동독 외무성 공보실로부터

받을 것을 권고

- 정상회담 취재 허가절차

취재 신청(개별 신청)→ 취재허가서 발급(동독 외무성)→ 국

경 출입관리소에 취재허가서 제출(언론인)→ 동독 입국비자

발급(국경출입관리소)→ 동독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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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동독측은 기술상의 이유를 들며 상당수의 취재 신청을

기각

- 회담전일까지 약 2,000명의 서독 및 서방 언론인이 취재신청을

하였으며, 이 중 약 500명 정도가 승인받은 것으로 추정

- 서독 기자협회장은 성명을 통해 동독측의 이러한 조치를 「서독

언론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난하는 한편, 서독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동 문제의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 70.3.18)

7) 보도지원 등

o 51개국 600여명의 언론인이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취재

- 이 중 서독과 서베를린 언론인 약 150명, 동독측 언론인 약 100명

o 서독 공보처는 Brandt 수상의 특별열차 10량 중 일부를 기자용 객

차로 배정(48명의 서독 언론인 탑승)

- Bonn→Erfurt간 이동 편의를 위해 버스 2대를 임차하여 제공

- 서독측 국경도시인 Bad Hersfeld 중앙우체국에 20회선의 전화선

및 10개의 기사 송고 장치 설치

o 동독측은 Erfurt 시내의 2층 건물에 Press Center를 설치, 운영

- 300여명이 이용가능한 규모로, 흑청색유니폼의 여자봉사원들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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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회선의 전화선과 40개의 기사 송고장치 설치

※ Brandt와 Stoph의 기조연설문 배포

o 동독측은 Erfurt의 숙박시설 부족을 이유로 언론인들의 숙소를 인

근도시인 Weimar와 Eisenach에 배정

-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숙소↔회담장간을 이동토록 하였으며, 교통

관리상의 이유를 들어 개인차량 운행을 불허

- 언론인들의 회담장 출입은 통제되었으며, 회담 시작전 및 휴식시

간에 한해 몇몇 TV 카메라 및 사진기자의 출입 허용

- 서방언론인들의 회담장 지역 이외의 Erfurt 지역 취재는 불허

8) 동독주민들의 현지반응

o Brandt 도착 직후, 현지 동독주민들은 Willy Brandt 수상을 향해

빌리(애칭) , 빌리 브란트 를 연호

- 출입통제선이 끊어지고 동독 주민들이 회담장인 호텔 입구까지 밀

려듬.

* Willi Stoph 수상은 처음에 자신에 대한 환영의 표시인 것으로 착각

o 동독 공안원과 경찰들은 예상치 못한 사태 발생에 당황

- 정오경부터 동독측의 관제데모 동원( 슈토프 연호, 동독에 대한

국제법적 승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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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독 TV는 Brandt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환호모습에는 침묵하면

서, 관제데모 모습을 부각 방송

- 동독주민들의 열광적인 Brandt 환영 모습은 서방 방송사를 통해

최초로 방송(당시 동독 TV는 발레공연 방송)

o 서독측에서는 동독주민들의 Brandt 환호모습에 놀라워하면서도, 이

를 통해 동독 대표단이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을 우려

9) 회담장 모습 등

o 동독측은 Erfurt 중앙역, 회담장인 Erfurter Hof 호텔에 양국 국기게양

o 회담장인 Erfurter Hof 호텔 정문에 동독군인이 양측에 서 있었으

며,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선 설치

o 동독측은 호텔 1층을 회담장으로 준비하고 3층 전체를 서독측 사

용공간으로 배정

- 회담장에는 Ulbricht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었으며, 탁자에는 녹색 테이블보 위에 양국 국기가 놓여져 있었

음.

o Erfurt 시내에는 Lenin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형 Lenin 초상
화가 걸려 있었으며,

- 동독에 대한 국제법적 승인을 주장하는 플래카드도 다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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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브란트수상의 나찌 희생자 추모비 헌화 행사

o 브란트 수상은 Buchenwald 소재 나찌 희생자 추모비를 방문 헌화

(서독측 요청사항)

- 동독 외무장관과 서독 내독성 장관이 동행

o 동독측은 헌화행사를 외국 국가원수에 대한 의전절차에 준해 진행

- 화환에 서독의 3색기(적, 흑, 황색) 무늬의 리본을 매달고 한 면에

는 Willy Brandt , 다른 면에는 독일연방공화국 이라고 표기

- 묵념 중 동독 군악대가 서독 국가 및 동독 국가 를 차례로 연주

o 언론보도는 양국 국가가 연주되기 시작하자, Brandt 수상과 Egon
Franke 서독 내독성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다고 보도

- 양국 국가 연주는 의전상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으며, 동독측이

양독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끌고가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평가

o 회담 후 서독 정부는 양국 국가 연주는 동독 승인문제과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동독 TV는 동 장면을 계속 부각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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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randt-Stoph간 제2차 정상회담(서독 Kassel, '70.5.21)

1) 경 과

o Erfurt 합의에 따라 제2차 정상회담이 서독 국경도시인 Kassel에
서 개최됨.

o 준비과정에서 동독측은 Stoph 수상의 서신, 방송 등을 통해

Kassel 정상회담에서 Stoph 수상을 외국 국가원수급으로 대우

해 줄 것을 요구

- Brandt 수상은 1차 Erfurt 정상회담시와 동등한 수준에서 Stoph
수상을 예우할 것이라고 답신

o 1970.5.6 Bonn에서 양측간 실무준비회담이 개최됨.

- 1차 정상회담 준비시와 마찬가지로 서독측 대표는 Sahm 차관보,
동독측 대표는 Schuessler 부처장이 맡음.

* 동독측 대표단은 자동차편으로 Bonn에 도착

- 실무준비회담에서 양측은 커다란 어려움 없이 다음 사항에 합의

·1차 Erfurt회담 모델을 원용하여, 의전행사 없이 실무방문 성격
으로 정상회담을 개최

·Stoph 수상은 Kassel시 Kaiserbahnhof Wilhelmshoehe역에 도착
(특별열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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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erbahnhof Wilhelmshoehe역에 붉은색 카페트를 깔고, 차량
이동시 경찰 에스코트가 제공됨.

·회담장소는 Kassel시 소재 Schloss Hotel로 함.

·회담장 앞에 양국국기를 게양하되, 국가는 연주하지 않음.

·동독측에서 회담전 회담장소를 사전 답사함.

2) 동독측 현지답사

o 동독 Schuessler 일행이 1970.5.13 현지 방문답사 및 실무협의차

Kassel 방문

- 회담장, 프레스센터 등을 점검하고 만족 표시

3) 2차 정상회담 개최의 걸림돌이었던 동독의 WHO 가입문제

처리

o Geneva에서 개최된 WHO 총회에서 동독은 회원국 가입신청을

하면서, 서독측이 반대할 경우 Kassel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고 위협

- 관영보도매체를 통해 Geneva에서 장애를 조성하는 자는

Kassel회담에 장애를 조성하게 될 것 이라고 주장

o 서독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양독간 관계설정에

따라 동독의 WHO 가입문제를 결정하자 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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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HO 총회가 1년간 결정을 유예하기로 함(1970.5.15)에 따라

Kassel 회담의 최대 장애물이 제거됨.

4) 서독 좌·우익 단체들의 시위계획

o 서독의 좌·우익 단체들은 Stoph 수상 방문시 시위를 벌일 예정

이라고 발표

- 서독공산당(DKP)은 1968년 창당이 허용된 이래, 동독수상의

서독방문을 세력 과시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시위

계획

·서독공산당 당수 Kurt Bachmann은 당원들에게 휴가를

Kassel에서 지내도록 권유하고 있다면서, 약 5,000명의 당원

이 모일 것이라고 주장

- 이에 맞서 NPD(독일민족당), 청년연맹(Jungen Union) 등 우익

단체들도 시위계획 발표

·NPD는 독일의 통일과 자유 를 위한 시위를 예고하였으며

·청년연맹은 침묵시위 예고

o 서독정부는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시위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

- 회담전일까지 4개 단체의 시위 허가

·서독 공산당, NPD, 청년연맹, 소련점령지역 탈출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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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론인 취재 문제 및 보도지원

o 서독정부는 취재 언론인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 견지

- Kassel 시청에서 취재허가서 발급

o 서독 공보처는 최첨단의 프레스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서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적극적인 태도 견지

- 프레스센터는 회담장인 Schloss Hotel에서 2분거리에 있는 3층
건물에 설치

- 기본적인 보도지원 시설이외에 회담장 입구에 TV 카메라를

설치, 프레스센터 TV모니터와 연결

- 프레스센터 모든 작업실에서는 3가지 TV 프로그램 시청 가능

·서독TV: ARD, ZDF ·동독TV: 동베를린 Adlershof-TV

6) 정상회담 개최

o 회담 진행일정

- 08:19 Stoph 수상일행 특별열차(12량), 동독의 Gerstungen역 출발

- 08:42 특별열차 서독내 국경도시 Bebra역 도착

* 서독 수상실 및 내독성 국장 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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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53 Bebra역 출발

- 09:30 Kassel역 도착

* Brandt 수상, 플랫폼에서 영접 및 수행원 소개

- 09:35 회담장(Schloss 호텔) 도착(승용차편)

- 10:00 - 12:45 오전회담

* Brandt, Stoph순으로 기조연설문 낭독

- 13:00 오찬, 휴식 시간중 Kurt Bachmann 서독공산당 접견

- 16:00 회담속개

- 나찌 희생자 추모비 헌화

- 18:00 만찬, 만찬후 Stoph 수상일행 출발

o 양측 기조연설 요지

- 회담에서 행한 양측 기조연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서독측 기조연설 >

o Brandt 수상은 양독간의 동등한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원칙과

조약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20개항을 제시

1. 자신의 헌법에서 민족의 통일(단일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

독과 동독은 평화의 보장, 미래와 민족의 결합을 염두에 두고

독일안에 있는 양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주민과 양국가간

의 결속관계를 개선하며, 상호 분단으로 인한 불이익들을 제거

함에 기여할 조약에 합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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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조약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형태로 양측의 입법 기관들

의 동의를 받아야 함.

3. 양측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인 인권, 동등권, 평화적 공동번영

및 차별금지의 기반위에서 상호관계를 맺겠다는 의사를 공표함.

4. 양측은 상호간 폭력의 사용 또는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중지하

고, 모든 문제들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의무를 짐. 여기

에는 영토 보전과 기존 경계선 존중의무도 포함됨.

5. 양측은 그들의 내적인 통치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있어 양국가

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존중함.

6. 양측의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를 대신하여 행동하거나 다른

나라를 대표할 수 없음.

7. 양측은 독일땅에서 전쟁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언명함.

8. 양측은 제민족의 평화적 공동번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

지시킬 의무를 짐.

9. 양측은 구주안전 보장에 기여하는 군축과 군비통제를 위한 모

든 노력을 지지한다는 의지를 확인함.

10. 이 조약은 두 개의 국가안에서 살고 있지만 한 민족의 구성

원이라는 독일-독일인의 특수상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부터 출발해야 함.

11. Berlin과 전체로서의 독일에 관한 이들 강대국의 특수한 권리

와 합의에 입각하는 프랑스, 영국, 미국 및 소련에 대한 모든

의무들은 불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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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erlin과 독일에 관한 4대강국 합의들은 존중됨. 서베를린과

서독간에 성립된 규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양측은

Berlin 지위의 정상화를 위한 4대강국의 노력을 지지할 의무

를 짐.

13. 양측은 어떤 분야에서의 입법조치들이 상호저촉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상호 저촉성이 제거되어야 함. 또한 양

국은 양측의 국가고권이 각기 자국의 영토안에 한정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함.

14. 이 조약은 상호간의 여행왕래를 확대시키고 또한 자유왕래의

목적을 추구하는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함.

15. 이산가족으로 생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함.

16. 양독간 경계선에 접한 군과 면들이 그곳에 현존하고 있는 문

제들을 이웃끼리 해결함을 가능케 해야 함.

17. 교통, 통신, 정보교환, 과학, 교육, 문화, 환경, 스포츠 분야에

걸쳐 상호간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

조치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함.

18. 양독간의 경제교류를 위해 앞으로도 기존의 협정, 위임사항과

합의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함. 통상관계는 계속 유지·

발전되어야 함.

19. 양측의 정부들은 장관급의 전권대표를 임명하고 전권대표의

수임자를 위한 상주사무소를 설치함. 전권대표와 그의 수임자

의 과업은 상세히 확정되며, 그들에게는 각기 정부청사가 있

는 곳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그에 필요한

면책특권이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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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독과 동독은 그들간에 합의할 수 있는 조약을 기반으로 하

여 국제조약에의 가입과 협력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 동독측 기조연설 >

o Stoph는 오전·오후 2회에 걸친 연설을 통해 다음 내용을 주장

- Brandt 수상이 제시한 20개항은 동독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하

는 것을 분명히 거부하고 있음.

- 동독측으로서는 동독의 국제법적 인정 없이는 양독관계의 그

어떤 문제도 제도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 동독측은 파리조약 7조의 효력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음.

- 독일민족의 통일은 이미 불가능함.

- 동독에서는 이미 포츠담 협정의 기본정신이 실현되었기 때문

에 4대 점령군의 독일에 대한 책임은 단지 서독과 관련된 문제임.

- 서베를린은 결코 서독에 속하지 않으며, 동독 영토내에 존재하

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단위체임.

- 양독 국가가 UN에 동시에 가입해야 함.

- 서독측이 동독의 국제법적 인정문제에 관하여 현실적인 태도

를 보일때에야 비로소 협상이 개시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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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회담결과

- 양측간의 의견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차기 회담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종료

7) 좌·우익 단체 시위 발생

o 서독 좌·우익단체들의 시위 예고에 따라 서독측은 300명의 기

동타격대를 포함, 약 3,500명의 경찰을 투입하여 질서유지 노력 전개

o 좌·우익단체들은 06:00경 부터 Wilhelmshoehe역 주변에 인원

을 동원

- Stoph 수상이 역에 도착하자, 양측은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

o 역에서 회담장으로 차량 이동 중 한 군중이 경찰통제선을 돌파

하여 차도로 난입, 이동 차량을 향해 소형폭발물 2개 투척

- 차량은 손상을 입지 않고 그대로 질주

o 3명의 극우단체 소속 청년들이 취재허가증을 위조하여 회담장인

Schloss Hotel 정문에 접근한 후, 게양되어 있던 동독국기를 끌

어내려 찢어버림.

- 이 소식을 보고받은 Stoph 수상은 Brandt 수상에게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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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dt 수상은 유감을 표시하고 다시 조치하겠다고 답변

* 동독국기 다시 게양

o Stoph 수상은 서독정부가 나찌주의자들의 행동을 제한하지 않았

으며, 동독대표단에 대한 암살위협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

8) 나찌 희생자 추모비 헌화

o Stoph 수상의 나찌 희생자 추모비 방문·헌화계획이 일시 취소

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성사

- 서독 경찰당국은 시위대가 나찌 희생자 추모비 주변으로 몰려

가 있는 상황에서 Stoph 수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

유로 헌화 계획 취소를 건의, Stoph 수상의 헌화계획은 일시

취소되었음.

- 그러나, Brandt 수상이 당초 의전계획과는 달리 나찌 희생자

추모비 헌화 방문에 동행하겠다고 제의, Stoph 수상은 당초

계획된 시간보다 약 5시간 늦게 나찌 희생자 추모비에 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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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c hmidt-Ho nec ke r간 제3차 정상회담

(동베를린 인근, 81.12.11∼13)

o 관계정상화이후 양독관계는 심화발전된 반면, 국제적인 신냉전 기

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1981년 동베를린 인근 Doellensee에서 3번
째 정상회담이 열렸음.

- 당시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폴랜드 노조사태, 소련의 유럽

핵무기 배치에 맞선 NATO의 중거리 핵탄두 서독 배치로 유럽에

새로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었음.

- 미·소간의 관계악화로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던 동·서

독은 내독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정상회담을 추진하였음.

o 제3차 정상회담은 신냉전하에서 독일민족의 현명함을 과시하는 상

징적인 회담임과 동시에, 제조약과 협정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는

내독관계를 확대·발전시키려는 의지를 천명한 회담이었음.

- 서독의 Schmidt 수상은 동서독 기본조약의 성실한 이행, CSCE
결의사항 준수, 소련 핵무기의 위협제거, 구주평화를 위한 동·서

독의 의무를 강조했음.

- 동독의 Honecker 의장은 동·서 진영간 대립의 첨병으로 전락한

동·서독간의 긴장완화, 구주평화유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의 중거리 핵탄두의 서독 배치를 비난함.

o 양측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별도로 실무자급(내독성장관 - 동

독외상, 경제장관과 경제담당 정치국원) 회담을 열어 실질관계 개

선에 대한 합의를 유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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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에서는 평화정착과 긴장완화가 선언적으로 강조되었음.

- 실무자급 회담에서는 청소년·체육·학술·문화·언론분야의 교

류, 내독간 국경하수 보호, 기자취재활동 편의보장, 여행·방문

조건의 완화, 무역·경제·기술협력의 확대, 각료급 상호방문 등

에 합의

- 서독측은 Honecker를 서독에 공식 초청하였고, Honecker는 이를

수락하여 제4차 정상회담 개최의 기틀 마련

<제3차 정상회담 공동성명 요지>

o 독일땅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됨.

o 양국은 서로 다른 사회질서를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른 군사동맹에

속해있지만, 양측이 긴장완화와 지속적인 평화의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함.

o 양국은 국가간의 정치적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연

합 헌장과 CSCE의 목표 및 원칙을 재확인함.

o 양독간 기본조약과 후속협정을 기초로 양독관계를 발전시킴.

- 이산가족의 재결합, 인도적인 분야에서의 고통완화에 중점

- 여행자, 방문자 교류확대, 공동위원회 활동을 통한 쟁점사항 개

선, 학문·과학·기술·교육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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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교류 중점, 언론의 활동여건 개선을 통한 국가간 정보교류의

중요성 강조

- 내독간 교역의 강화와 제3국에서의 경제협력 강화

(소련의 천연가스 개발 및 공급과 관련)

o 다른지역에서의 분쟁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UN 역할의 중요

성을 강조

o 양독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정치적인 분야에서 고위급 접촉, 다

른 영역에서 대화와 접촉의 중요성 강조

* 제3차 정상회담 진행 일정 별첨 참고

- 26 -



라. Ko hl-Ho nec ke r간 제4차 정상회담(Bo nn, 87.9.7∼11)

o 제4차 정상회담은 제3차 정상회담 이후 조속히 개최될 예정이었으

나, 국내외 사정으로 계속 연기되었음.

- 사민·자민당 연정의 Schmidt 수상이 퇴임하고, 기민·자민당 보

수연립 내각의 Kohl 수상이 취임함에 따라 연기됨.

·아울러 서독인 여행자가 동독 검문소에서 고문치사 당한 사건이

발생, 내독관계가 냉각되었음.

- 소련이 서독의 대동독 대규모 차관 제공( 83년 10억 마르크, 84년
9억5천만 마르크)을 비난하는 등, 동서독관계의 진전을 우회적으로

경고하고 나섬에 따라, Honecker의 서독방문은 연기됨.

· 84.7.17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서독은 동독의 체제붕

괴를 노려, 정치·경제적 유대라는 미명하에 동독의 내정에 간섭

하고 있다”고 비난

- 소련의 체르넨코 서기장은 소련내부의 권력변동기에 편승한 동구

제국의 대서방 접근, 특히 동독의 대서독 접근을 견제

o Honecker의 서독방문은 소련의 고르바쵸프의 등장으로 가능하게 됨.

- 체르넨코 장례식장에서의 비공식회동에서 양독 정상은 양독간 선

린우호관계 정착을 위한 모든 노력에 합의함.

-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책으로 동·서 진영간 화해분위기가 지속되는 가

운데, 87.4 고르바쵸프는 동독 방문시 Honecker의 서독방문을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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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Honecker 서기장은 서독으로부터 의전상으로는 국가원수에 준하는

예우을 받았으며, 자신의 고향을 포함한 4개州를 방문

- 서독측은 내독관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국가 연주, 국기

게양, 의장대 사열에 합의했음.

o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안전을 위한 정보와 경험교환 협정 등 3개
협정이 서명되고, Kohl 수상의 동독방문이 합의되었음.

o 양측은 국제정치적 현실과 유럽의 평화유지에 대한 공동책임에 대

해서는 상호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민족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

견차이를 해소시키지 못해 통일문제는 미해결인 상태로 유보되었음.

- 특히 Honecker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관계를 『물과 불의 관

계』로 비유하며, 동독체제의 차별성을 재삼 강조

o 그러나 동·서독은 경제협력 강화와 인적교류 확대, 정치적 차원의

접촉 강화 등에 합의하여 정상간의 접촉을 통해 내독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음.

- 28 -



마. Ko hl-Modrow간 제5차 및 6차 정상회담( 89.12, 90.1)

o 베를린 장벽 붕괴에 따른 동서독 통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

- 경제, 환경, 교통, 통신분야에서의 공동협력, 양독간 여행자유화, 조

약공동체 형성 등에 합의

- 양독간 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공동전문위원회』

구성

※제5차 정상회담 진행일정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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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간 정상회담 일정

1. 제1차 정상회담

o 일시·장소: 1970. 3.19, 동독 Erfurt

o Willy Brandt 서독수상 - Willi Stoph 동독수상

o 주요일정

1970년 3월 18일(수요일)

20:00 Brandt 수상 및 수행원, 특별열차편으로 Bonn 중앙역 출발

- 수행원 일행 19:45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 Brandt 수상 19:55 Bonn 중앙역 도착

·수상실 장관 Dr. Horst Ehmke로부터 인사 받음.
·Egon Franke 내독성장관이 수행원 대표로 Brandt 수상에

인사

- 차내에서 저녁 식사

1970년 3월 19일(목요일)

07:45 특별열차, 동독내 동·서독 국경도시 Gerstungen역 도착

- Michael Kohl 동독 내각사무처 처장과 Horst Hain 외무성

의전장이 열차에 올라 영접

부 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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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 Gerstungen역 출발

09:30 Erfurt 중앙역 도착

- Brandt 수상은 내독성 장관 및 비서관과 함께 살롱 객차

의 오른쪽 앞문을 통해 하차

·플랫폼에서 대기 중이던 Stoph 수상이 영접하였으며, 이어

서 Brandt 수상에게 수행원 일행을 소개

- 서독측 수행원 일행은 식당차 오른 쪽 앞문을 통해 하차

·Brandt 수상이 수행원을 Stoph 수상 및 동독 수행원 일

행에게 소개

·Brandt 수상 및 Stoph 수상, 그리고 수행원 일행은 회담

장인 Erfurter Hof 호텔로 향하기 위하여 역내 터널을 이

용하여 중앙역 광장까지 도보로 이동

·중앙역 광장에는 출입통제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동독

의 사복 경찰관에 의해 질서가 유지됨.

- Erfurt 중앙역 벽면에는 흰색 천 위에 동·서독 국기가

수직으로 게양됨.

·플랫폼 - 중앙역 광장 사이에 붉은색 카페트가 깔리고,
플랫폼과 역내 터널은 생화로 장식

- 호텔 정문 좌우에 2명의 동독 의장대가 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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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오전 회담 (Erfurter Hof 호텔)

- Stoph, Brandt 순으로 기조연설문 낭독

12:00 오찬

15:00 오후 회담

16:00 Buchenwald 소재 나찌 희생자 추모비 방문, 헌화

- Egon Franke 내독성 장관 수행

- 동독 외무장관이 안내

18:30 정상 단독회담

20:00 Brandt 수상일행 서독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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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2차 정상회담

o 일시·장소: 1970. 5.21, 서독 Kassel

o Willy Brandt 서독수상 - Willi Stoph 동독수상

o 주요일정

1970년 5월 20일(수요일)

18:00 Brandt 수상, 전용헬기편으로 Kassel-Wilhelmshoehe로 향발

18:36 수행원 일행 급행열차편으로 Siegburg역 출발,
Kassel-Wilhelmshoehe로 향발

- 수행원용 급행열차는 1인용 객실이 있는 객차와 식당차가

접속됨.

19:00 Brandt 수상 Kassel - Wilhelmshoehe 도착

- Kassel - Wilhelmshohe의 Schloss 호텔에서 저녁식사

21:56 수행원 일행 Kassel - Wilhelmshoehe역에 도착

- 승용차 편으로 Schloss 호텔 및 융단전문학교로 이동

- 융단전문학교에 숙소가 정해진 수행원에게는 Schloss호텔

까지의 이동을 위해 승용차가 상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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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5월 21일(목요일)

07:00 Sahm 차관보와 바이셔트 내독성 실무단장은 Schloss 호텔로

부터 Bebra 역으로 이동

08:00 융단전문학교에 숙소가 정해진 수행원 Schloss 호텔로 이동

08:19 Stoph 수상의 특별 열차가 동독의 Gerstungen 역을 출발

08:42 Stoph 수상의 특별 열차 Bebra 역에 도착

- Sahm 차관보와 바이셔트 국장이 Stoph 수상 영접 후,
Kassel-Wilhelmshoehe 까지 수행

08:53 Stoph 수상의 특별 열차 Kassel-Wilhelmshoehe 로 향발

- 09:15 Hessen주 주수상 Osswald와 Kassel 시장 Branner
가 Schloss 호텔에 도착, Brandt 수상과 함께 승용차

편으로 Kassel-Wilhelmshoehe역으로 이동

09:30 Stoph 수상의 특별 열차 Kassel-Wilhelmshohe 역에 도착

- 영접을 위해 플래트폼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대기

·Brandt 수상, 내독성 장관, 내무성 정무차관, 공보처장,
Hessen 주수상·Kassel 시장, 수상 비서관, 수상실담당관,
의전담당관

- Sahm 차관보와 바이셔트 내독성 실무단장은 특별열차 도

착 직후 ,승용차 편으로 Schloss 호텔로 가서 양국 수상들

을 맞을 준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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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5 Brandt 수상과 Stoph 수상 및 양측 수행원 일행은 승용차편

으로 Schloss호텔로 향함(Osswald 주수상과 Branner 시장

은 별도로 출발)

09:40 Schloss 호텔에 도착

- 이어서 Brandt 수상과 Stoph 수상슈토프 의장 및 수행원

일행은 Schloss 호텔 내 예약된 객실로 향함.

10:00 회담장에서 회담 시작

- 서독측 수행원의 좌석 배치

왼쪽부터 내독성 실무단장, 내무성 정무차관, Brandt 수상,
내독성장관, 공보처장관, 수상실 차관보

(단독 회담이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음)

·회담장 옆에 있는 서독측 수행원 회의실

·서독 수상 집무실

·동독 수상 집무실

·호텔 테라스

12:45경 오전 회담 종료

13:00 오찬(소규모 식당)

- Brandt 수상, Stoph 수상, 회담 대표, 주수상, 시장

- 기타 양측 수행원 일행은 클럽실에서 식사

- 날씨가 좋을 경우, 호텔 테라스에서 커피타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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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회담 속개

회담후 Stoph 수상, 나찌 희생자 추모비 방문, 헌화

- Brandt 수상 동행

18:00경 저녁 식사(덥지 않은 간이 식사: 소규모 식당)

- 수행원 일행은 클럽실

이어서 출 발

- Brandt 수상과 수행원 일행이 역에서 Stoph 수상과 동

독 수행원 일행에게 작별 인사

- Sahm 차관보와 바이셔트 실무단장이 Stoph 수상을

Bebra역까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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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3차 정상회담

o 일시·장소: 1981.12.11-13, 동베를린 근교 Doellensee

o Helmut Schmidt 서독수상 - Erich Honecker 동독서기장

o 주요일정

1981.12.11

13:30 Schmidt 수상일행 공군특별기편으로 Bonn 공항 출발

15:00 특별기 동독 Schoenefeld 공항 도착

* Honecker 일행 공항에서 영접

16:15 숙소 도착(이동시 Schmidt, Honecker 승용차 동승)

16:30 Honecker 출발

18:45 Schmidt 수상일행 만찬장소로 이동

19:00 만찬(Honecker 주최)

1981.12.12

09:35 회담장(동독공산당 guest house)으로 출발

10:00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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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오찬(Honecker 주최)

식사후 휴식

15:00 Schmidt 수상 추모비 방문, 헌화

16:30 회담

20:00 만찬(Schmidt 주최)

1981.12.13

08:00 조찬(Honecker-Schmidt)

08:40 회담장으로 이동(승용차 동승)

09:00 대표단과의 환담

10:15 Schmidt, 기자회견

11:00 Schmidt, TV 인터뷰

12:00 Gustrow로 출발(승용차 동승)

14:20 Gustrow 도착(지역대표들 환영)

15:20 시장광장 시찰, 성당방문

16:40 Gustrow 중앙역 도착, 작별

16:45 특별열차편으로 서독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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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5차 정상회담

o 일시·장소: 1989.12.19-20, 동독 Dresden

o Helmut Kohl 서독수상 - Hans Modrow 동독수상

o 주요일정

1989.12.19

08:10 Kohl 수상일행 공군특별기편으로 Bonn 공항 출발

09:15 특별기 동독 Dresden 공항 도착

* Modrow 일행 공항에서 영접

09:40 숙소 도착(Hotel Bellevue)

10:00-14:20 회담

(회담후) 공동기자회견, 폐허가 된 성당(Frauenkirche)에 헌화

18:30 동독 신교교회 회장단, 문화계 인사들과 면담

1989.12.20

08:30∼10:00 동독 카톨릭회장단, 정치단체장들과 면담

12:00 기자회견

12:45 공항으로 출발

13:15 공군특별기편으로 서독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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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시 서독측 수행원

□ 1차회담( 70. 3.19, Brandt 수상)

o 고위급(5명): 내독성장관, 내무성차관, 공보처장,
수상실 실무단장, 내독성 실무단장

o 실무요원: 각 부처 국·과장급 11명

o 기타(9명): 의전담당관, 경호요원 2명, 속기사 2명, 비서 4명

□ 3차회담( 81.12.11-13, Schmidt 수상)

o 고위급(6명): 내독성장관, 경제성장관, 수상실장관,
상주대표부 대표, 공보처장, 경제성차관

o 실무요원: 각 부처 국·과장급 12명

o 기타(33명)

- 의전담당관 2명, 경호요원 15명, 속기사 1명, 사진사 1명, 의사

1명, 비서 5명, 화물담당 2명, 통신기술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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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회담( 89.12.19-20, Kohl 수상)

o 고위급(6명): 내독성장관, 경제성장관, 수상실장관,
상주대표부 대표, 공보처장, 경제성차관

o 실무요원: 각 부처 국·과장급 8명

o 비공식수행원(30명):

- 각 부처 비공식 실무요원 17명, 의전담당관 2명, 비서 4명, 속기

사 1명, 사진사 1명, 운전수 3명, 화물담당 2명

o 경호요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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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정상회담시 수행원 명단

<서독 수상 수행원>

내독성 장관 에곤 프랑케

내무성 정무차관 볼프람 도른

공보처장 겸 사무차관 콘라트 알러스

수상실 실무단장 울리히 잠 박사

내독성 실무단장 위르겐 바이셔트

<실무 요원>

수상 비서관 리첼 박사

수상실 담당관 에언스트 귄터 슈테른

내독성 담당관 쉬어바움 박사

내독성 담당관 망케 박사

공보처 국장 뮐러 박사

내무성 경호단장 프리취 박사

내독성 장관실장 에드가 히어트

도른 정무차관 비서관 뷔게

알러스 공보처장 비서관 슈네펜 박사

공보처 담당관 플뤽 박사

공보처 담당관 헤리베어트 슈니펜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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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행원>

의전 담당관 포겔

경호원 바우하우스

경호원 구트차이트

속기사 폴레스

속기사 헤닉

여비서 란더러

여비서 람프카

여비서 뮐러

여비서 하이덴

<동독 수상 수행원>

외무성 장관 오토 빈처

내각사무처장 미샤엘 콜 박사

외무성 사무차관 귄터 코르트

내각사무처 차장 게어하르트 쉬쓸러 박사

외무성 국장 한스 포쓰 박사

<실무 요원>

외무성 공보국장 로르프

외무성 국장 뷘쉐 박사

Stoph 수상 비서 뵈틀링

외무성 국장 쥐쓰 박사

외무성 부국장 자이델

외무성 부국장 바움게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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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정상회담시 회담장 좌석 배치

< 회 담 장 >
속기사
출입문

속

기

사

×

주

출

입

문

동독측

서독측

1 2 3 5 6

속

기

사

7 8 9 10 11 12

수행원용 출입문

< 서독측 >
1번: 바이셔트 내독성 실무단장, 2번: 도른 정무차관, 3번: 프랑케 내독성 장관

4번: 브란트 수상, 5번: 알러스 공보처장, 6번: 잠 수상실 차관보

7번: 슈테른 수상실 담당관, 8번: 뮐러 공보처국장, 9번: 리첼 수상 비서관

10번: 망케 내독성 담당관 11번: 쉬어바움 내독성담당관, 12번: 프리취 경호단장

< 동독측 >

슈토프 수상이 브란트 수상의 맞은 편 X표에 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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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정상회담시 통신망 (Erfurt-Bonn간)

o 특별열차에 통신용 객차가 접속되어 Bonn으로부터 Erfurt로 운행

도중 텔레타이프를 통한 통신이 가능토록 함.

o Erfurt 에 도착한 후 회담장인 Erfurter Hof Hotel 3층 제251호실

에 설치된 수행원 사무실에 Bonn과 연결하는 3회선의 직통선이

가동됨.

o 특별 열차의 통신용 객차와 Bonn 사이에 제4차 직통선이 가동됨.

o 특별 열차의 통신용 객차에 텔레타이프 교신용 2회선이 확보됨.

o 프레스센터로부터 서독 사이의 전화와 텔레타이프를 위한 회선이

가동됨.

o 호텔 내 회담장과 식당 사이 복도에 2개의 전화 박스가 있으며

그 중 1개는 수행원 사무실과 직접 연결되고, 다른 박스로부터

호텔의 모든 객실과 통화할 수 있음.

- 이 2개의 전화 박스에는 서독측 기술자가 상시 대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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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관계 개관

1. 분단시기 동·서독정부의 통일정책

가. 대립과 대결 : 1국가론 대 2국가론(분단-'69.10)

o 서독 : 할슈타인 원칙(단독대표권), 동독 불승인, 자유총선 통일

o 동독 : 단독대표권 → 2국가론('53.9), 국가연합 통일

o 동·서독간 경제교류 기본입장

- 서독 : 동·서독간 관계유지 및 베를린 통행보장을 위한 수단

- 동독 : 경제재건상 서독과의 교역 필요

* 주요협정 : 동·서독간 교역협정('51.9.20)

o 동·서독간 인적교류 기본입장

- 서독 : 동·서독간 주민방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

- 동독 : 상호방문에 각종 제한을 가함.
* 주요협정 : 베를린 통과사증 협정('63.12.7) 및 후속협정

부 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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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존과 협력 : 사실상의 2국가 인정('69.10-1988)

o 1970년대 동·서독 제1, 2차 정상회담(' 70.3 / ' 70.5)

-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브란트-슈토프간 회담

- 정상회담 자체에서는 성과가 없었으나, 동·서 진영간 화해분위

기 조성에 기여(동방정책 추진의 첫발)

o 독일문제해결을 위한 여건조성(동방조약 체결)

- 모스크바 조약(' 70.8.12) : 서독과 소련간 무력 불사용,
유럽국경선 존중 합의

- 바르샤바조약('70.12.7) : 오데르-나이제 국경선 인정 합의

- 베를린 협정(' 70.3.-' 71.9) : 서베를린에 대한 통행보장,
4대국의 권한과 책임 확인

o 동·서독관계 설정(동서독 기본조약 : ' 72.12.21)

- 국가로서의 상호실체를 인정하고 경계선을 존중하되, 양자관계를 국

제법상의 국가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규정

- 상주대표부 설치, 체육·보건·우편·청소년·문화·과학기술

등 각 분야별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후속협정 체결

* 1973. 9.18 동서독 UN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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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헬싱키 의정서(1973-1975)

- 동·서독 관계 발전을 측면에서 지원

o 1980년대 동·서독 제3, 4차 정상회담

- 슈미트-호네커간 회담('81.12, 동베를린)에서 긴장완화의 방향으

로 나아가는 국제질서에 발맞추어 동서독간 관계증진 약속

- 콜-호네커간 회담('87.9, 본)에서는 동독의 국기 게양, 국가 연

주, 의장대 사열 등 국가원수로서 예우를 갖추어 영접

- 그러나,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

2 . 변혁기( 198 9년)

가. 대내외 환경의 변화

o 고르바쵸프의 등장

- 개혁·개방 정책 추진, 브레즈네프독트린 폐기 선언

o 동구 공산권의 문호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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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승 4대국과 인접국들의 독일에 대한 신뢰회복

o 동독경제 및 재정 파탄

o 대규모 시위 발생 및 이주사태('89년 34만명 이주)

나. 동·서독 정부의 대응조치 : 단계적 통일방안

o 콜-모드로우간 제5, 6차 정상회담('89.12/ '90.1)

- 베를린 장벽 붕괴에 따른 동서독 통일문제 논의

< 동서독의 통일방안 >

서 독 동 독

<통일관련 10개항>
o 동서독 조약공동체를 통한 긴급현안문

제 해결
- 특히 동독상황 안정과 동독국민의

동독 잔류 유도
o 조속한 시일내 동독 자유총선 실시
o 동독의 민주정부와 국가연합구조 형성

※ 국가연합구조란 2국가 1체제 의미

<조약공동체 구성>
o 독일통일은 단호히 거부하되,
동서독 기본 조약보다 진일보한 조약
을 통해 동·서독간 선린관계 형성
제의

<동·서독 정부 부처간 회담 속개>
o '89.12월 중 양독 정부의 교통, 체신, 보건, 경제, 환경, 재무장관 등이 분야별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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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통일의 달성( 1990년)

가. 대내외 여건의 불안정 심화

o 동독 상황의 불안정 심화

- 동독 이주민의 계속적인 증가, 경제 및 국가권위의 붕괴

o 소련상황의 불안정

- 고르바쵸프의 독일통일 수용('90.2.10, 독·소 정상회담)

- 소련 내부의 권력구도 불안 : 창문이 언제 다시 닫힐지 모른다

o 통일에 대한 서독 내부의 기대 상승

나. 동·서독 정부의 대응조치 : 조속한 통일 추진

o 동독 자유총선거('90.3.18)

- 서독 마르크의 즉각적 도입과 조속한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운

기민당 중심의 독일연맹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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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국가조약 / '90.7.1 발효)

- 교환비율은 1:1을 기본으로 하되, 채권·채무관계는 2:1로 교환

o 동서독간 독일통일의 완성에 관한 조약(통일조약 / '90.10.3 발효)

- 동독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연방에 가입

o 독일관련 최종처리에 관한 조약(2＋4 조약 / '90.9.12 서명)

- 오데르-나이제 국경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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