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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일

부

본 책자는 ‘90.12월 통일부가 독일에 통일연구관을 파견하
여 동서독의 교류협력 및 통합과정에 대해 연구․수집한 자료와
책자, 영상물을 종합․정리한 목록집임.
’99년 8월 독일 통일관이 철수함에 따라 그동안 그들이 쏟았던 땀
과

노력의 산물을 독일통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

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찬하게 된 것임.
｢연구자료｣
는 독일어 원문과 번역부분으로 되어있고, ｢
도서｣
는 독일통합에 관한 독일어 원서이며, ｢
영상물｣
은 독일 통일
현장 에서 채록한 생생한 시청각 비디오 테이프로서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함.
아울러 이 자료들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분류, 보관되어
있으며 많은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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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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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료
가. <정 치 분 야(100) : 원문>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양독간의 국경개방 발표문

100 - 1

독․폴란드 국경보장에 대한 서독국회 결의안

100 - 2

콜수상이 7.17 소련방문에 앞서 행한 시정연설문

100 - 3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발전과정-헌법개혁

100 - 4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발전과정-행정제도 및 주택문제

100 - 5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발전과정-정당제도

100 - 6

호네커 동독서기장 방독시('87.9.7-11) 프로그램
(남북정상회담 대비)

100 - 7

동독의 재편성을 위한 우선적 법적 조치들

100 - 8

동독이 기 체결한 외국과의 협정처리 문제
- 북한과 동독이 체결한 협정내용 중심 -

100 - 9

전동독수상 모드로우 서독방문시 프로그램(남북총리회담 대비)

100 - 10

독일의 대외정책 및 독일문제에 관한 기본원칙

100 - 11

통독진행현황 요약(영문, ‘89.11.9～’90.3.18)

100 - 12

통독진행현황 요약(영문, '90.3.18～'90.5.18)

100 - 13

양독수상의 조기총선 관련 성명(국문번역)

100 - 14

통독선거를 위한 동․서독간 선거협약(원문 및 번역문)

100 - 15

동․서독 선거제도 및 관계법령 등 자료

100 - 16(1)

제2차 국가조약안 전문(독어원문, 번역중)

100 - 16(2)

동독 국가안전부(Stasi)의 실체

100 - 16(3)

통독후 동독과 제3국과의 외교 및 영사관계 처리에 관한 서독
외무성의 회람(요약번역 및 원문)

100 - 17

통독관련 최종요약(“2＋4”회담)(영문원본)

100 - 18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독․소간 우호․친선조약문(영문번역)

100 - 19

통독관련 제반조약과 관련, 겐셔외상이 서독하원에서 행한
성명(독어원문)

100 - 20

수상실 외교안보보좌관(TELTSCHIK)의 통일독일의 신국제
질서하의 역할에 대한 기고문(요약 영문번역)

100 - 21

겐셔외상의 유엔총회 연설문 전문(영문번역문, 독어원문)

100 - 22

연방대통령의 독일통일의 날 경축행사시 연설문(독어원문)

100 - 23

콜수상이 독일통일에 즈음하여 전세계에 보낸 메세지(독어원문)

100 - 24

통독후 첫 연방의회에서 콜 수상이 행한 정부 성명문
(독어원문, 영어요약문)

100 - 25

“겐셔 외교의 비밀”(슈피겔지 10.1자 인터뷰기사 영어원문)

100 - 26

콜 수상이 통독후 처음 행한 유력일간지(Sueddeutsche
Zeitung)와의 인터뷰 요약(영어번역)

100 - 27

콜 수상이 유대인 신년에 즈음해 발표한 메세지

100 - 28

통독관련 후속조치에 관한 외무성의 회람(영문)

100 - 29

소련군 철수에 관한 독․소간 잠정협정(영문번역)

100 - 30

소련군 주둔조건 및 철수절차에 관한 독․소간 조약(영문번역)

100 - 31

서독주재 동독 상주대표부에 대한 특권 및 면제부여에 관한
규정(당관 영문번역)

100 - 32

독한협회와 전독문제연구소 공동주최 심포지움 발표자료
(영문 및 국문요약)

100 - 33

주 서백림총영사 영사관할구역 연장 및 총영사에 대한 임시
영사기능 부여에 관한 외무부 공한(영문)

100 - 34

구 동독 Stasi의 잔재(영문논문)

100 - 35

동독지역의 민주정당 출현(영문논문)

100 - 36

동․서독 행정체제 통합

100 - 37

독․폴간 국경조약(독어원문, 당관 영문번역)

100 - 38

자

료

명

분 류 번 호

겐셔 외무장관이 국경조약 서명시 행한 연설문(당관 영문번역)

100 - 39

고르바쵸프 방독시 콜수상의 만찬사(주재국 영문번역)

100 - 40

｢독일은 하나다｣(공보처 발행 통합조약 해설자료: 독어원문)

100 - 41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을 위한 거래

100 - 42

제1차 전독선거 관련자료

100 - 43

CSCE 파리헌장(독문)

100 - 44

동․서독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세력의 위기와 적응전략(독어원문)

100 - 45

도시 자매결연 협정 예(동독의 Eisenach시와 서독의 Marburg
시간의 협정 원문 및 번역문)

100 - 46

신설 5개주 주정부의 각료 명단 및 약력(국문요약, 독어원문)

100 - 47

신설 5개주 개황(영문)

100 - 48

Salzgitter 소재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사례 기록보존소
(Erfassungsstelle)에 관한 보고서 및 관련자료

100 - 49

사법․법률체계 통합에 관한 보고서

100 - 50

구 동독 법관 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관한 규정(독어원문)

100 - 51

독일 공산당의 후신인 PDS의 현주소: 반체제냐 개혁정책
추구냐?(독어원문)

100 - 52

통독의 외적인 측면에 관한 제규정(독어원문)

100 - 53

내독간 국경 탈출자에 대한 발포명령의 가벌성(독어원문)

100 - 54

신설 5개주 행정지원을 위한 조직정비위원회(Clearingsstelle)
의 구성과 임무

100 - 55

통합조약 이후 계속 적용되는 동독의 법률들(독어원문)

100 - 56

제1차 국가조약시부터 통합조약 발효시까지 새로이 제정된
법령(독어원문)

100 - 57

통합조약의 헌법개정적 측면(독어원문)

100 - 58

통일독일의 외교정책: 도전과 문제점 등(독어원문)

100 - 59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이전 동독지역에의 행정재판 제도의 도입(독어원문)

100 - 60

이전 동독지역 재산권의 상속 증명(독어원문)

100 - 61

동구 공산주의의 몰락(독어원문)

100 - 62

동독 국가보위부(Mfs)의 거세작업과 그 잔재(독어원문)

100 - 63

독일 12대 국회 연정파트너간의 정부시택 합의문(요약 및 독어원문)

100 - 64

통일독일의 법적인 제문제(독어원문)

100 - 65

Stasi 문서 임시이용규정 요약 및 관련법규 원문

100 - 66

동독주민의 국적인정의 법적인 문제

100 - 67

나토 외무장관 추계회의 공동 코뮤니케(영문)

100 - 68

콜 수상의 향후 4년간 시정연설문(영문)

100 - 69

기본법과 독일의 통일(독어원문)

100 - 70

신설 5개주에 대한 과도기적 행정절차법(목차번역, 독어원문)

100 - 71

동독 공산당의 변신과정: SED에서 PDS로(독어원문)

100 - 72

독일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구주안보협력회의의 의의

100 - 73

신설 5개주에의 법관법의 도입

100 - 74

이전 동독지역 인사의 복권을 위한 형사처벌 판결취소 문제

100 - 75

'45년이후 내독관계중 국가연합에 관한 제안들

100 - 76

과거 동독의 정치적 반대자들

100 - 77

신설 5개주의 사법체계 확립

100 - 78

동․서독지역별 분리 변호사 허가규정

100 - 79

구 동독 공산당(SED)과 스탈린주의(Stalinismus)

100 - 80

신설 5개주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지원

100 - 81

통합조약 이후 동독이 외국과 체결한 제조약의 처리문제

100 - 82

호네커 전동독 공산당 서기장의 소련으로의 탈출 관련자료

100 - 83

구 동독 지역으로부터의 이주․피난민에게 제공한 서독측의
제반급부

100 - 8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Stasi 문서 열람에 관한 법률제정 관련자료

100 - 85

신설 5개주의 사회법 체계 확립

100 - 86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방․주정부간의 행정협약

100 - 87

동․서독간 대 UN 정책의 유사점과 상이점

100 - 88

통독후 구동독지역 행정체제의 전환

100 - 89

구 동독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감봉 및 해고관련 판례

100 - 90

신설 5개주의 경제․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재건단 설치

100 - 91

구 동독지역에의 공무원법 도입

100 - 92

신설 5개주 사법체계 수립현황

100 - 93

구 동독 공산정권하의 희생자들의 복권문제 처리방침
(연방 법무장관 5.10 발표)

100 - 94

“2＋4”조약의 국제법적 재조명

100 - 95

동독 구체제 청산관련 가해자 처벌 문제

100 - 96

구 동독 잔류 공무원들의 재교육

100 - 97

통독이후 제정된 공무원 관계법령

100 - 98

변혁기의 구동독 원탁회의(Runder Tisch)의 활동

100 - 99

과거 소련과 동독간의 외교관계

100 - 100

독․폴간 우호협력조약

100 - 101

구 동독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신청에 관한 설명서
및 양식

100 - 102

구 동독지역 공공기관 종사자 해고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례

100 - 103

통독이후 국가문서 처리

100 - 104

구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자료

100 - 105

구 동독 지방행정의 개편

100 - 106

통일독일의 국제적인 위상

100 - 107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에 따른 단체(Verein) 등록의 법적인 제문제

100 - 108

구 동독 스파이 처벌 관련자료

100 - 109

구 동독 정권하 피해자의 복권․보상문제 처리법(안) 요지

100 - 110

구 동독 판․검사 출신 변호사 활동금지 방침

100 - 111

구 동독지역 행정체계 확립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

100 - 112

구 동독지역(신설 5개주) 지방자치 행정체계 구축과 문제점

100 - 113

지방자치행정 구축을 위한 구서독지역의 구동독지역 행정지원

100 - 114

독일시연합회의 신설 5개주 행정지원 프로그램

100 - 115

과거 양독간 국경 탈출자 총격살해 관련 과거청산 문제

100 - 116

구동독 공무원 재임용 조건으로서 “헌법준수 서약
(Verfassungstreu)"의 의미

100 - 117

과거 양독간 기본조약 체결에 대한 동․서독의 입장에 관한 자료

100 - 118

구 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 문제

100 - 119

구 동독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연방 부처별 행정지원 내역

100 - 120

구 동독의 경찰제도

100 - 121

구 동독지역 신설연방주(작센주)의 경찰법

100 - 122

구 동독지역 신설연방주(브란덴부르크주)의 경찰법

100 - 123

구 동독의 경찰법

100 - 124

동․서독 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한 구동독지역 지방행정체제
구축 지원

100 - 125

동․서독 국경개방을 전후한 구동독 피난 및 이주민 문제
실태 분석 결과

100 - 126

통독 일년후 구동독 경제재건 및 행정․사법체계 구축현황
(Inter Nationes 제공 영문자료)

100 - 127

통독관련 주요인사 면담록(Ⅰ)

100 - 128

구 동독 Stasi 문서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제정 관련

100 - 129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을 전후한 연방정치교육센타의 활동

100 - 130

신설 5개주의 법치주의 확립

100 - 131

브란트-슈토프 양독 정상회담(제1차) 관련자료

100 - 132

SED의 불법행위 청산에 관한 법(초안)

100 - 133

양독간 국경위원회 설치와 활동

100 - 134

브란트-슈토프 양독 정상회담(제2차) 관련자료

100 - 135

Stasi 문서처리에 관한 법

100 - 136

양독간 통행문제 관련위원회 설치 및 활동

100 - 137

호네커-슈미트 양독 정상회담 세부일정

100 - 138

모드로-콜 양독 정상회담 세부일정

100 - 139

과거 동․서독 정상회담 사례조사

100 - 140

신설주의 지방자치행정체계 구축 현황

100 - 141

동․서독지역 행정분야 지도층 비교분석

100 - 142

구 동독체제 희생자 복권․보상 신청서 양식 및 설명서

100 - 143

Stasi 문서처리법에 관한 해설

100 - 144

Stasi 문서처리법과 기본법상 언론의 자유

100 - 145

과거 동․서독간 여행․방문 문제

100 - 146

과거 동․서독 국경 탈출․이주 문제

100 - 147

국경지역내 동․서독간 협력사업

100 - 148

구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관련 문서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규정

100 - 149

통독을 전후한 서독에서의 동독 및 통일문제 연구

100 - 150

구 동독 최초의 자유총선('90.3.18) 분석

100 - 151

통독과정에서의 민주적 정통성 획득을 위한 절차

100 - 152

통독을 위한 동․서독 협상과 2＋4 회담

100 - 153

신설주(구동독지역) 행정체계 확립상의 문제점

100 - 15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구 동독 공산당의 지배도구 Stasi

100 - 155

통독총선 이후 동․서독에서의 정치적 견해의 변화

100 - 156

동․서독 기본조약 후속 실천조치

100 - 157

통독이후 정치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

100 - 158

과거 내독간 국경탈출자에 대한 사살명령자 처벌과 형사상
소멸시효 문제

100 - 159

SED 정권이 범한 반법치국가적 행위들의 법적 소멸시효 문제

100 - 160

구 동독지역 출신 변호사 및 공증인 심사

100 - 161

동․서독 기본조약 이후의 내독간 문제

100 - 162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독교훈(영문)

100 - 163

구 동독 국가보위부(Stasi)의 실상

100 - 164

최근 구동독지역 행정체계 구축 현황('92.4월말 현재)

100 - 165

내독관계 발전(영문)
- 분단의 벽을 넘어 -

100 - 166

전후세대와 양독관계(영문)

100 - 167

정치범 석방 거래(Freikauf)

100 - 168

독일문제의 재조명(영문)
- 통일에서 화해로 -

100 - 169

구 동독 사법체계 현황

100 - 170

동독의 대서독정책 변화(영문)

100 - 171

호네커 신변의 국내법 및 국제법적 처리 문제

100 - 172

구 동독의 민사계약에 대한 서독의 책임한계

100 - 173

독일 정치교육의 과제 - 청소년 재통일

100 - 174

1980년대의 내독관계

100 - 175

구 동독지역 “정의구현위원회”(Kommitte fuer Gerechtigkeit)
설립 관련동향

100 - 176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과정에서 기본법 제23조와 제146조에 관한 법적 논쟁

100 - 177

정치범 인도를 위한 서독의 지출액

100 - 178

흡수통합 대신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기대와 우려
- 통독과정에서의 동독 -

100 - 179

연방하원 구동독 조사위원회(Enquete-Kommission) 결의문

100 - 180

Stasi 내부 반대파

100 - 181

통독을 위한 노력(영문자료)

100 - 182

동․서독간 간첩사건(기욤사건 중심) 처리

100 - 183

기욤 간첩사건과 브란트 수상 퇴임에 대한 동독측과 서독
공산당(DKP)의 반응

100 - 184

동독간첩 기욤사건에 대한 서독언론의 반응

100 - 185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실태(영문자료)

100 - 186

구 동독 과거청산 특별위원회 동향 보고

100 - 187

Stasi의 활동과 Stasi 자료
- 세미나 참가 출장보고 -

100 - 188

동․서독간 인권문제 논란(Ⅰ)

100 - 189

형사처벌에 의한 구동독 피해자 복권․보상법 개관

100 - 190

동․서독간 인권문제 논란(Ⅱ)

100 - 191

내독관계에 대한 동․서독측 기관 관할권

100 - 192

내독관계에서 상주대표부 대표의 역할

100 - 193

동․서독간 행정․사법 공조(Ⅰ)

100 - 194

구 동독 공산당 불법행위 청산문제

100 - 195

구 동독 공산당 통치하 형사처벌의 정치적 악용

100 - 196

1989 동독혁명의 이론적 분석(영문자료)

100 - 197

서독 동방정책의 배경과 전략(영문자료)

100 - 198

구 동독지역에서의 노조와 사민당의 조직정비와 역할

100 - 199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정치범 석방을 위해 서독이 동독에 지불한 대가와 거래방식

100 - 200

정권적 범죄 및 통일범죄의 유형

100 - 201

정권적 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황

100 - 202

통독관련 주요인사 면담록(Ⅱ)

100 - 203

독일 통일문제에 관한 동․서 진영의 입장

100 - 204

CSCE와 유럽장벽의 극복

100 - 205

동독시민의 평화․인권운동

100 - 206

CSCE와 독일문제

100 - 207

CSCE와 독일통일의 국제법적 제 문제

100 - 208

독일(통일) 정책적 관점에서 본 빈(Wien) CSCE 후속회동

100 - 209

동독과 소련측에 의한 CSCE 최종선언내용 구체적 실천

100 - 210

동독측의 CSCE 최종선언 제3항목(Korb 3) 실천에 대한 평가

100 - 211

서독측으로부터 정보유입에 대한 동구권의 대응

100 - 212

CSCE가 독일통일에 미친 영향(Ⅰ)

100 - 213

CSCE 과정에서 범주Ⅲ(Korb 3)의 실천

100 - 214

동․서 관계에서 CSCE를 통한 인도적인 문제해결의 의미

100 - 215

동독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내독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인 제 수단

100 - 216

동독주민 서독방문시 여행안내

100 - 217

제2차 구동독 공산당 불법행위 청산법(안)

100 - 218

내독간 국경탈출자 사살에 대한 형사적 책임

100 - 219

신설주 행정통합 문제

100 - 220

주 헌법재산소의 형사재판 개입 범위
- 호네커 재판 사례_

100 - 221

내독간 도시 자매결연(Ⅰ)

100 - 222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내독간 도시 자매결연(Ⅱ)

100 - 223

구 동독 치하 형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복권법

100 - 224

사법적 측면의 과거청산

100 - 225

구 동독 판․검사에 대한 권력남용혐의

100 - 226

구 동독 정권적 범죄행위의 유형과 문제점
- Enquete-Kommission 공청회 발표논문 -

100 - 227

구 동독 외교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0 - 228

신설주 행정체계 구축 및 행정지원 현황
- 중간 결산 -

100 - 229

구 동독 Stasi 연루자들에 대한 공직 배제관련 논쟁

100 - 230

구 동독 치하 형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복권법(Ⅱ)

100 - 231

고의적 법률왜곡으로 기소된 구동독 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문

100 - 232

구 동독 판사의 고의적 법률왜곡에 대한 형사상 책임문제

100 - 233

통독과정에서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이양

100 - 234

‘제2차 불법청산법’에 관한 논문

100 - 235

서독내 공산당의 활동과 서독 정부대응

100 - 236

물권청산법(안) 해설

100 - 237

동독으로부터 여행․방문자에 대한 서독 정부의 재정지원 조치

100 - 238

서독 상주대표부의 구체적인 활동과 임무

100 - 239

통독과 관련된 정치교육의 새로운 문제
- 주어진 자유에 대한 두려움 -

100 - 240

통독이후 정치교육과 정치문화

100 - 241

서독 상주대표부의 활동중 위기상황 대처사례

100 - 242

구 동독 공산당 독재체제하의 탄압 및 주민들의 생활
- 과거청산특별위 회의록 -

100 - 243

신설주 지방행정 개혁 현황

100 - 24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분단시 동․서독 정당간 접촉․교류

100 - 245

시효법의 헌법상 배치 여부

100 - 246

구 동독치하 판결로부터의 복권 문제
- 상법, 세법, 외환거래법 위반 -

100 - 247

통독 3년간 신설주 사법체계 확립 현황
- 브란덴부르그주를 중심으로 -

100 - 248

스타지 자료 처리 문제
- 논쟁, 협상, 입법 -

100 - 249

스타지 요원 및 비공식 협력자의 개념

100 - 250

통독이후 동․서독지역 주민들의 대외정책에 대한 견해
- 설문조사 결과 -

100 - 251

통독관련 정치교육의 실태 및 방법론(Ⅰ)
- 학교에서의 통일관련 정치교육 -

100 - 252

기본조약 체결과 4대국의 권리 및 책임

100 - 253

1970～89년 동․서독 및 소련 관계
- 과거청산특별위 공청회 발표 논문 -

100 - 254

통독관련 정치교육의 실태 및 방법론(Ⅱ)

100 - 255

보상과 반환간의 선택 문제

100 - 256

통일은 서독의 내독정책의 산물이었는가?(영문자료)

100 - 257

전 동독스타지 대외정찰총국장 Wolf 재판

100 - 258

동독주민의 서독 이주현황

100 - 259

독일 통일의 이론적 고찰
- 통합 이론과 민주화 이론 -

100 - 260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안

100 - 261

내독간 상속분 양도계약 해소

100 - 262

과거청산을 통한 동질성 회복

100 - 263

1989년 동독 탈출난민 처리 및 협상과정

100 - 26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서독 동방정책의 재조명

100 - 265

긴장완화정책은 체제변화를 위한 황금미끼였는가?

100 - 266

콜 정부의 동방정책

100 - 267

구 동독 법률의 계속 적용 문제

100 - 268

독일 이주민 및 정주민 수용관련 법률

100 - 269

구 동독 불법행위에 대한 사면 문제

100 - 270

제2차 SED 불법청산법 평가

100 - 271

정주민과 이주민 동화대책 및 수용절차

100 - 272

장벽살해명령 관련 구동독 국방위 위원 재판 판결문

100 - 273

강제이주 희생자에 대한 복권 및 보상

100 - 274

과거청산 특별위 활동보고서에 대한 연방하원 심의 - 속기록

100 - 275

연방하원 과거청산특별위 활동보고서

100 - 276

민사당(PDS) 지지도 분석

100 - 277

제2차 SED 불법청산법 관련 난해분야 해설

100 - 278

제1차 동서독 정상회담 전후 동방정책 관련 외교적 접촉자료

100 - 279

제1차 동서독 정상회담 관련 언론보도 기사

100 - 280

1994년 상반기 동독지역 선거결과

100 - 281

제2차 동서독 정상회담 관련 언론보도 기사

100 - 282

과거청산문제에 관한 Jürgen Habermas의 견해

100 - 283

제2차 SED 불법청산법 해설(Ⅰ)

100 - 284

신연방주에서의 기민당의 어제와 오늘

100 - 285

제2차 SED 불법청산법 해설(Ⅱ)

100 - 286

통독이후 법적 문제점의 해결과정

100 - 287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주의 각종 선거결과 분석

100 - 288

신연방주에서의 정치 인식

100 - 289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신연방주의 하반기 선거결과 분석

100 - 290

구 동독 국가보위부 자료에 관한 개정법률 해설

100 - 291

재판대상 구동독 공산당 간부 7명의 이력서

100-9501- 1

제2차 SED 불법청산법에 따른 보상청구상황

100-9501- 2

독일에 대한 인접국들의 기대

100-9502- 3

'80년대 구소련의 독일정책

100-9502- 4

'94년 연방의회 선거시 PDS 지지자 심층분석

100-9502- 5

동독공산정권의 붕괴와 독일통일 중간평가

100-9502- 6

CDU/CSU의 대소․대동독 막후 채널

100-9503- 7

제4차 PDS 전당대회결과 분석

100-9504- 8

신연방주 공공행정분야의 인력발전 현황

100-9505- 9

연방헌법재판소의 구동독 간첩 무죄판결관련 판결문

100-9505-10

제13대 연방의회 Enquete Kommission 구성 관련 제안서

100-9507-11

구 동독 간첩과 법치국가

100-9507-12

가욱관청의 제2차 활동보고서 개관

100-9507-13

정치교육, 정치문화와 내적 통합

100-9507-14

'87～'89년 당시 라이프찌히 청소년연구소의 DDR 개혁․개방
관련 연구 분석

100-9508-15

접경지역 지원법

100-9508-16

1945년 이후 동독지역의 법학교육

100-9508-17

슈타지 문서관리에 관한 논쟁

100-9509-18

통독 5주년 회고와 평가(영문)

영문 100-9509-19

통독 5주년 이후: 우리는 어느정도의 통일을 원하는가?

100-9509-20

SED 불법행위 처벌과 법치국가

100-9509-21

통독 5주년 관련 여․야 정치가의 평가

100-9510-22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신연방주 주헌법재판소 관련법률 비교

100-9511-23

구 동독 대법원 설립에 관한 소고

100-9511-24

변화속의 안정

100-9512-25

- 독일통일 중간평가 -

슈타지 문서관리법 시행 4년 조망

100-9601- 1

Berlin 지방의회 선거결과 분석

100-9601- 2

1989년 11월 4일 구동독시위 고찰

100-9601- 3

서독의 독일정책('61～'89) 고찰

100-9601- 4

민사당(PDS)의 오늘과 내일

100-9602- 5

구동독의 국가보위부(MfS)를 통한 이데올로기 관리

100-9605- 6

구 동독 야당운동에 관한 연구

100-9606- 7

구 동독 공산당(SED) 정치국 회의개최 일지

100-9607- 8

구 동독 독재체제의 경험과 교훈

100-9607- 9

동․서독지역 주민들의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도 연구

100-9607-10

여성과 구동독 국가보위부(MfS)

100-9608-11

독일의 내적 통일에 필요한 비젼

100-9608-12

공직임용시 Stasi 전력을 숨긴자에 대한 형사법적 가벌성 여부

100-9609-13

구 동독 형사사법 체제하의 반대와 저항

100-9609-14

독일통일에 대한 국제적 승인과정

100-9610-15

구 동독의 붕괴위기에 대한 원인분석

100-9610-16

동서독지역간 통합정책 비판

100-9610-17

구 동독 독재체제하의 역사가 행태 분석

100-9611-18

구 동독의 계급상황과 사회적 불평등

100-9611-19

구 동독 몰락의 지배계급적 요인

100-9612-20

동독지역의 엘리트 변화에 대한 연구

100-9612-21

연방헌법재판소의 국경살상사건 관련 결정에 대한 고찰

100-9702-22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서독인들의 국가의식 비교․분석

100-9703-23

제5차 PDS 전당대회 개최 동향

100-9704-24

통독 7주년 현재 동․서독 주민들의 심리적 상태

100-9705-25

국경살상 및 법률왜곡관련 범죄 청산

100-9705-26

구 동독 국경수비대원들과 국경살상관련 재판 현황

100-9706-27

일반인의 가치체계 변화

100-9708-28

연방 및 각 주정부 정치교육본부 공동성명서

100-9708-29

동독 국경수비대원의 국경살상 행위에 대한 판결문

100-9708-30

정치국 재판 판결

100-9710-30A

유태인 보상청구에 대한 판결 분석

100-9711-31

구 동독 정권범죄 청산 특별위원회 중간보고서

100-9711-32

슈타지 문서법 제정 5주년의 평가

100-9711-33

Stasi의 박해와 감시, 그 자전적 회고

100-9711-34

Unna-Massen 수용소 현황

100-9711-35

슈타지의 서독지역 활동

100-9712-36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과정의 재조명
- 동독문서에 나타난 협상과정

100-9712-37

1998년 연방하원선거를 앞둔 동독지역의 정당구도

100-9801-38

베를린 위기와 동방정책의 태동기

100-9801-39

신연방주 독일통일 7주년 현황

100-9801-40

독일통일 7주년 연례보고서(번역)(제1장: 통일로의 길)

100-9802-41

사민당(SPD)의 '98 총선 공약안(신연방주 재건 부문)

100-9802-42

Stasi 자료관리청의 조직 및 업무처리 현황

100-9802-43

독일통일 7주년 연례보고서(번역)(제2장: 외교․안보정책)

100-9802-44

독일통일 7주년 연례보고서(번역)(제3장: 국가,헌법,행정,사법)

100-9802-45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서독지역 주민의 의식 변화

100-9802-46

마르크화의 포기는 독일이 치루어야 할 통일에 대한 대가였는가?

100-9803-47

미해결재산 처리에 관한 연방하원 기민당(CDU, 기사당(CSU)
연구그룹의 중간보고서(일명 Scholz 보고서)

100-9803-48

구 동독 불법행위에 대한 제3차 시효연장 고찰

100-9803-49

구 소련의 재산몰수 처리문제에 대한 고르바초프와 드메지
에르간의 논쟁

100-9804-50

연방정부 베를린 이전 계획 관련자료

100-9804-51

독일정부의 구재산처리의 실제(보상 및 조정급부법 해설자료)

100-9804-52

독일통일 7주년 연례보고서(번역)(제4장: 형법, 구동독 불법
청산, 시장경제적 소유권 질서의 회복(Ⅰ))

100-9804-53

접촉을 통한 변화의 첫걸음

100-9804-54

구 동독 역사에 관한 연구현황

100-9804-55

독일통일 7주년 연례보고서(번역)(제4장: 형법, 구동독 불법
청산, 시장경제적 소유권 질서의 회복(Ⅱ))

100-9804-56

독일정부의 구재산처리의 실제(보상 및 조정급부법 해설자료(Ⅱ))

100-9804-57

슈타지 문서에 관한 법률(영문판)

100-9805-58

부동산매각관리회사(BVVG) 업무처리 현황

100-9805-59

접촉을 통한 변화의 첫걸음(번역 1)

100-9805-60

접촉을 통한 변화의 첫걸음(번역 2)

100-9805-61

접촉을 통한 변화의 첫걸음(번역 3)

100-9805-62

동․서독 지역간 정당메카니즘의 이질화 현상 관련 언론보도

100-9805-63

독일통일 7주년 연례보고서(번역)

100-9807-64

독일통일 7주년 연례보고서(번역)

100-9807-65

슈타독일통일 관련 연방수상실 보관문서 중 공개문서 목록

100-9809-66

통일전 동독방문 절차와 경비

100-9809-67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독일 제14대 연방하원 선거결과 관련자료

100-9810-68

연방미해결재산청 업무처리현황

100-9810-69

동․서독 접경지역 지원 관련 내독관계성의 홍보책자

100-9811-70

슈뢰더 신임 독일연방수상의 14대 의회 시정연설(영문)

100-9811-71

슈타지의 서독공작활동에 대한 슈타지 문서관리청의 보고서

100-9811-72

사민당-녹색당의 연정합의서(원문)

100-9812-73

구 동독지역 관련 시사주간지 FOCUS '98년도 기사 모음

100-9901-74

구 동독지역 관련 시사주간지 Spiegel '98년도 기사 모음

100-9901-75

서독정부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

100-9901-76

내독관계성 현황자료(연혁, 기능, 조직, 인원, 예산 종합)

100-9901-77

내독관계성 연도별 연례보고서(Ⅰ)

100-9901-78

내독관계성의 조직(1980년대)

100-9901-79

내독관계성의 초기 연혁(1949～1970)

100-9901-80

구 동독 정권불법행위의 형사처벌(1990～1998)

100-9902-81

동독지역의 고용정책

100-9902-82

가욱관청의 슈타지 간첩망 자기테이프 해독기사

100-9902-83

내독관계성 연도별 연례보고서(2)

100-9902-84

연방미해결재산청 업무처리현황

100-9903-85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현실

100-9903-86

내독관계성 연도별 연례보고서(3)

100-9903-87

<정 치 분 야(100)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합조약(제2차국가조약안) 번역문

(번역) 100 - 1

신설 5개주 행정체계 확립

(번역) 100 - 2

동․서독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주석, 서신교환 포함)

(번역) 100 - 3

탐욕스런 공산당의 잔재(동독 공산당과 그 제휴정당의 재산권
처리문제)

(번역) 100 - 4

콜 수상의 첫 통독국회 시정연설

(번역) 100 - 5

독일 공산당의 위기

(번역) 100 - 6

독일은 하나다(공보처 발행 통합조약 해설자료: 독어원본)

(번역) 100 - 7

전 동독 국가보안부(Stasi)의 정체

(번역) 100 - 8

전독총선에 관한 참고자료

(번역) 100 - 9

동․서독간 도시간 자매결연

(번역) 100 - 10

과거 동독지역 희생자들의 복권 문제

(번역) 100 - 11

내독관계성 공식해체 행사시 빌름스 장관 연설문

(번역) 100 - 12

과거 동독방문자에 대한 의무환전제도

(번역) 100 - 13

내독관계('70～'80)에 있어서의 돈과 정치

(번역) 100 - 14

구 동독 불법 공산정권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번역) 100 - 15

신설 5개주 행정지원을 위한 연방-주정부 조직정비위원회
(Clearingsstelle)의 임무

(번역) 100 - 16

통일후 동․서독인들간의 정치적 동화

(번역) 100 - 17

독일분단으로부터 통일까지 약사

(번역) 100 - 18

구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재산심사 소위원회 중간보고서

(번역) 100 - 19

UN에서의 동․서독 활동 결산

(번역) 100 - 20

구 동독 출신 법관의 법치주의 형성

(번역) 100 - 21

자

료

명

분 류 번 호

SED(구동독 공산당)의 PDS로의 변신에 관한 개관

(번역) 100 - 22

구 동독의 붕괴와 “현실 사회주의” 실패(Ⅰ)

(번역) 100 - 23

구 동독의 붕괴와 “현실 사회주의” 실패(Ⅱ)

(번역) 100 - 24

동․서독 상주대표부 설치와 법적인 제문제

(번역) 100 - 25

서독정부의 동방정책은 동독체제의 붕괴를 가속화 시켰는가
지연시켰는가?(1)

(번역) 100 - 26

〃

(2)

(번역) 100 - 27

〃

(3)

(번역) 100 - 28

〃

(4)

(번역) 100 - 29

〃

(5)

(번역) 100 - 30

〃

(6)

(번역) 100 - 31

서독의 대동독 화해정책 재평가를 통한 만프레드 스톨페
사건의 조명

(번역) 100 - 32

통독이후 독일정세 불안의 이유
- 랄프 다렌도르프 Die Zeit 지에 기고 -

(번역) 100 - 33

동․서독 협상과 2＋4 회담

(번역) 100 - 34

동독의 멸망원인(Ⅰ)
- 민주화 이론에 비추어 본 동독의 사례 -

(번역) 100 - 35

동독의 멸망원인(Ⅱ)
- 민주화 이론에 비추어 본 동독의 사례 -

(번역) 100 - 36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독 교훈

(번역) 100 - 37

서독에서의 자유와 통일에 관한 논쟁

(번역) 100 - 38

호네커의 독일귀환 경위

(번역) 100 - 39

호네커의 기소에 따른 법률적 난제

(번역) 100 - 40

통독교훈과 한반도

(번역) 100 - 41

에리히 호네커를 비롯한 동독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소송

(번역) 100 - 42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베를린장벽 탈출자 사살에 대한 법적 평가

(번역) 100 - 43

사민당(SPD)과 구동독 공산당(SED)의 결탁

(번역) 100 - 44

통독과정에서 CSCE의 의의

(번역) 100 - 45

호네커와 동독 공산정권의 멸망에 관한 전 동독 국가보위부
(Stasi) 부장 Mielke의 슈피겔지 대담

(번역) 100 - 46

통독 2주년 관련 독일언론 반응(Ⅰ)

(번역) 100 - 47

바이체커 독일대통령 통독2주년 기념 연설문

(번역) 100 - 48

통독 2주년 콜 수상 기념사

(번역) 100 - 49

통독 2주년 관련 언론반응(Ⅱ)
- 서로 과중한 요구는 자제해야 - (Handelsblatt지)

(번역) 100 - 50

통독 2주년 관련 언론반응(Ⅲ)
- 동․서독인들간의 내적갈등 - (FAZ지)

(번역) 100 - 51

통독 2주년 관련 언론반응(Ⅳ)
- 정치문화의 공동성장을 위한 과제 - (Frankfurter Rundschau지)

(번역) 100 - 52

구 동독 Stasi 국장의 대서독 국가반역행위 판결문

(번역) 100 - 53

구 동독 국가보위부 자료관계법

(번역) 100 - 54

호네커 재판 관련 논쟁(Ⅰ)

(번역) 100 - 55

호네커 재판 관련 논쟁(Ⅱ)

(번역) 100 - 56

호네커 재판 관련 논쟁(Ⅲ)

(번역) 100 - 57

제1차 내독간 국경에서의 총격 살해 관련 구동독 국경수비
대원에 대한 판결문

(번역) 100 - 58

구 동독 지방선거('89.5.7) 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문

(번역) 100 - 59

호네커 재판 관련 논평(Ⅳ)

(번역) 100 - 60

호네커의 법정 진술(제6차 공판시)

(번역) 100 - 61

호네커 재판 관련 논평(Ⅴ)

(번역) 100 - 62

자

료

명

분 류 번 호

구 동독 국가보위부 자료관리 연방담당관 개요
- 임무, 구조, 업무 -

(번역) 100 - 63

구 동독 국가보위부 자료관리 연방담당관 활동에 관한 언론
보도자료

(번역) 100 - 64

에곤 바(Egon Bahr)의 투칭 신교 아카데미 연설

(번역) 100 - 65

호네커 재판 관련 논평(Ⅵ)

(번역) 100 - 66

CSCE 헬싱키 최종의정서가 내독관계에 미친 영향

(번역) 100 - 67

통독후 동․서독 주민들의 공동성장 문제
- 슈미트 전 수상의 Die Zeit지 기고문 -

(번역) 100 - 68

통독과정에서 나타난 동․서독 정당구조의 변천

(번역) 100 - 69

동․서독간 '특수관계'의 법적․정치적 의미

(번역) 100 - 70

독일 분단시의 단일국적 문제

(번역) 100 - 71

미완성의 통일 - FAZ지 사설 -

(번역) 100 - 72

내독관계와 독일통일에 대한 Kohl 수상과 Egon Bahr의 증언
(연방하원 과거청산특별위원회)

(번역) 100 - 73

Herbert Wehner 사건 (대동독 접촉, 동방정책 추진시의 역할)
관련 논평 - 헬무트 슈미트의 Die Zeit지 기고문 -

(번역) 100 - 74

구 동독 행정인력 감축 문제

(번역) 100 - 75

신연방주 재건 관련 연방부서 조직 현황

(번역) 100 - 76

1989년 동구권 경유 동독 탈출난민 일지

(번역) 100 - 77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5)
- 통일과정의 외교․안보정책적 측면 -

(번역) 100 - 78

독일 이주민 및 정주민 수용과 지원 조치

(번역) 100 - 79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7)
- 형법, 구동독 불법문제의 청산 -

(번역) 100 - 80

'89년 동독 탈출난민의 서독 수용 및 지원(연방 내무부 작성)

(번역) 100 - 81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9)
- SED 불법행위 청산, Stasi 자료법 -

(번역) 100 - 82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14)
- 국가와 헌법 -

(번역) 100 - 83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16)
- 신연방주의 형성 -

(번역) 100 - 84

제1차 동․서독 정상회담 관련 문서

(번역) 100 - 85

독일통일 문제에 관한 정치교육 사례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

(번역) 100 - 86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21)
- 공직 근무, 행정구축 -

(번역) 100 - 87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22)
- 법치주의 사법의 확충 -

(번역) 100 - 88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23)
- 국내치안, 정치교육, 통계행정 -

(번역) 100 - 89

동독국가보위부 문서의 신빙성 - FAZ지 사설 -

(번역) 100 - 90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주의 주의회 선거결과 분석

(번역) 100 - 91

콜 수상의 10단계 통일방안

(번역) 100 - 92

1987년 동독지도부의 호네커 축출계획

(번역) 100 - 93

연방헌법재판소의 구동독 간첩 무죄 판결 - FAZ, Spiegel -

(번역) 100-9505- 1

독일통일 5년 관련 연방정부보고서(1)
- 통일개관, 외교․안보분야 통합현황 -

(번역) 100-9512- 2

독일통일 5년 관련 연방정부보고서(2)
- 국가․헌법․행정․사법분야 -

(번역) 100-9601- 1

독일통일 5년 관련 연방정부보고서(3)
- 국가․헌법․행정․사법분야 -

(번역) 100-9601- 2

독일통일 5년 관련 연방정부보고서(4)
- 형법, 구동독 불법문제 청산 -

(번역) 100-9601- 3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독일통일 5년 관련 연방정부보고서(5)
- 경제․사회․환경통일의 달성 -

(번역) 100-9602- 4

독일통일 5년 관련 연방정부보고서(6)
- 경제․사회․환경통일의 달성 -

(번역) 100-9602- 5

독일통일 5년 관련 연방정부보고서(7)
- 경제․사회․환경통일의 달성 -

(번역) 100-9603- 6

독일통일 5년 관련 연방정부보고서(8)
- 경제․사회․환경통일의 달성 -

(번역) 100-9603- 7

독일통일 5년 관련 연방정부보고서(9)
- 경제․사회․환경통일의 달성 -

(번역) 100-9603- 8

독일통일 5년 관련 연방정부보고서(10)
- 경제․사회․환경통일의 달성 -

(번역) 100-9603- 9

독일통일 5년 관련 연방정부보고서(11)
- 경제․사회․환경통일의 달성 -

(번역) 100-9604-10

독일통일 5년 관련 연방정부보고서(12)
- 경제․사회․환경통일의 달성 -

(번역) 100-9604-11

독일통일 5년 관련 연방정부보고서(13)
- 경제․사회․환경통일의 달성 -

(번역) 100-9604-12

동독의 잔재에 대한 책임

(번역) 100-9607-13

동독지역 공공행정분야 인력개편 상황

(번역) 100-9609-14

독일통일 당시 전승4대국 수뇌들의 회고담

(번역) 100-9609-15

에곤 바의 동방정책 회고(1)

(번역) 100-9610-16

Kohl 수상의 독일통일과정 회고

(번역) 100-9610-17

에곤 바의 동방정책 회고(2)

(번역) 100-9610-18

콜 수상에 대한 동독지역 정치가들의 불만

(번역) 100-9702-19

드메지어 전 동독수상과 슈피겔지와의 통독관련 대담기사

(번역) 100-9702-20

미국과 독일통일의 역사적 고찰

(번역) 100-9703-21

나. <군 사 분 야(200) : 원문>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주재국 외교․군사 상황보고

200 - 1

유탄포 장갑차 2000 현대화

200 - 2

주재국 군사상황보고(8.3～10)

200 - 3

주재국 군사상황보고(8.23～31)

200 - 4

주재국(서독) 정신전력학교 내용(목차번역, 원문)

200 - 5

주재국 군사동향보고(9.12～20)

200 - 6

주재국 군사동향보고(9.21～27)

200 - 7

연방군의 군복무 단축에 따른 대책(요약번역, 독어원문)

200 - 8

주재국 군사동향보고('90.10.1～11)

200 - 9

구주안보협력회의(CSCE) 신뢰구축에 관한 스톡홀름 합의문
(독어원문)

200 - 10

통독관련 주요 군사동향(10.12～17)

200 - 11

바르샤바조약기구로부터 동독군 탈퇴에 관한 합의 의정서
(독어원문)

200 - 12

통독관련 주요 군사동향

200 - 13

통독관련 주요 군사동향

200 - 14

통독관련 주요 군사동향(11.14～19)

200 - 15

통독관련 주요 군사동향

200 - 16

유럽 재래식전력 감축 협정문(영문)

200 - 17

통독관련 주요 군사동향

200 - 18

나토 국방장관 추계회의 공동 코뮤니케(영문)

200 - 19

통독관련 주요 군사동향

200 - 20

통독관련 주요 군사동향('91.2.4～2.15)

200 - 21

통독관련 주요 군사동향('91.2.18～3.8)

200 - 22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일독일 연방군의 미래임무

200 - 23

통독관련 군사동향(4.22～5.4)

200 - 24

통독후 주요 군사동향

200 - 25

통독후 주요 군사동향

200 - 26

나토 국방장관 추계회의 공동 코뮤니케

200 - 27

통독후 주요 군사동향(6.18～6.24)

200 - 28

통독후 주요 군사동향(6.26～7. 1)

200 - 29

통독후 주요 군사동향(7. 2～7. 8)

200 - 30

서구동맹(WEU) 장관회의 코뮤니케

200 - 31

통독이후 주요 군사동향(7. 9～7.15)

200 - 32

통독이후 주요 군사동향(7.16～7.29)

200 - 33

통독이후 주요 군사동향(7.30～8. 5)

200 - 34

통독이후 주요 군사동향(8. 6～8.12)

200 - 35

통독이후 주요 군사동향(9. 9～9.16)

200 - 36

통독이후 주요 군사동향(9.17～9.23)

200 - 37

통독이후 주요 군사동향(9.30～10. 7)

200 - 38

독일연방군의 운영계획(영문)

200 - 39

독일의 안보정책(영문)

200 - 40

통독후 주요 군사동향(10. 8～10.14)

200 - 41

통독후 주요 군사동향(10.15～10.28)

200 - 42

통독후 주요 군사동향(10.29～11. 4)

200 - 43

통독후 주요 군사동향(11. 5～11.11)

200 - 44

통독후 주요 군사동향(11.12～11.18)

200 - 45

나토 정상회담('91.11.7, 로마) 코뮤니케 : 영문

200 - 46(Ⅰ)

통독후 주요 군사동향('91.11.19～11.25)

200 - 46(Ⅱ)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후 주요 군사동향('91.11.26～12. 2)

200 - 47

통독후 주요 군사동향('92. 1. 1～1. 9)

200 - 48

통독후 주요 군사동향('92. 1.10～1.16)

200 - 49

통독후 주요 군사동향('92. 1.17～1.24)

200 - 50

통독후 주요 군사동향('92. 1.25～2. 3)

200 - 51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3. 9～ 3.21)

200 - 52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3.22～ 3.29)

200 - 53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3.30～ 4. 4)

200 - 54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4. 5～ 4.12)

200 - 55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4.14～ 4.28)

200 - 56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4.29～ 5. 5)

200 - 57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5. 6～ 5.12)

200 - 58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5.18～ 5.24)

200 - 59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5.25～ 5.31)

200 - 60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6. 1～ 6. 7)

200 - 61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6. 8～ 6.14)

200 - 62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6.15～ 6.21)

200 - 63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6.22～ 6.28)

200 - 64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6.29～ 7. 5)

200 - 65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7. 6～ 7.12)

200 - 66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7.13～ 7.19)

200 - 67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7.20～ 7.25)

200 - 68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7.27～ 8. 2)

200 - 69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8. 3～ 8. 9)

200 - 70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8.10～ 8.16)

200 - 71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8.24～ 8.30)

200 - 72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8.31～ 9. 6)

200 - 73

통독후 독일의 군사현황

200 - 74

통독후 연방군 구조개편 방향

200 - 75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9. 7～ 9.13)

200 - 76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9.14～ 9.20)

200 - 77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9.21～ 9.27)

200 - 78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9.28～10. 4)

200 - 79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10. 5～10.11)

200 - 80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10.12～10.18)

200 - 81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10.19～10.25)

200 - 82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10.26～11. 1)

200 - 83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11. 2～11. 8)

200 - 84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11. 9～11.15)

200 - 85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11.16～11.22)

200 - 86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11.30～12. 6)

200 - 87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12. 7～12.13)

200 - 88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12.14～12.20)

200 - 89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1. 4～ 1.10)

200 - 90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1.18～ 1.24)

200 - 91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1.25～ 1.31)

200 - 92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2. 1～ 2. 7)

200 - 93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2. 8～ 2.14)

200 - 94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2.15～ 2.21)

200 - 95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2.22～ 2.28)

200 - 96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3. 1～ 3. 7)

200 - 97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3. 8～ 3.14)

200 - 98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3.15～ 3.21)

200 - 99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3.22～ 3.28)

200 - 100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3.29～ 4. 4)

200 - 101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4. 5～ 4.11)

200 - 102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4.12～ 4.18)

200 - 103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4.19～ 4.25)

200 - 104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4.26～ 5. 2)

200 - 105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5. 3～ 5. 9)

200 - 106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5.10～ 5.16)

200 - 107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5.17～ 5.23)

200 - 108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5.24～ 5.30)

200 - 109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5.31～ 6. 6)

200 - 110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6. 7～ 6.13)

200 - 111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6.14～ 6.20)

200 - 112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6.21～ 6.27)

200 - 113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6.28～ 7. 4)

200 - 114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7. 5～ 7.11)

200 - 115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7.12～ 7.18)

200 - 116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7.19～ 7.25)

200 - 117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7.26～ 8. 1)

200 - 118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8. 2～ 8. 8)

200 - 119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8. 9～ 8.15)

200 - 120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8.30～ 9. 5)

200 - 121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서독간 군사․안보분야 교류․협력

200 - 122

구 동독 군수산업체의 구조전환과정

200 - 123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9. 6～ 9.12)

200 - 124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9.13～ 9.19)

200 - 125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9.20～ 9.26)

200 - 126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9.27～10. 3)

200 - 127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10. 4～10.10)

200 - 128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10.11～10.17)

200 - 129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10.18～10.24)

200 - 130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10.25～10.31)

200 - 131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11. 8～11.14)

200 - 132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11.15～11.21)

200 - 133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11.22～11.28)

200 - 134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11.29～12. 5)

200 - 135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12.13～12.19)

200 - 136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12.27～'94. 1. 9)

200 - 137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4. 1.10～ 1.16)

200 - 138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4. 1.17～ 1.23)

200 - 139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4. 1.31～ 2. 6)

200 - 140

러시아 군대의 독일 철수

200 - 141

통일결과로서의 독일 군축

200 - 142

<군 사 분 야(200)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소련군 주둔조건 및 철수에 관한 독․소간 조약

(번역) 200 - 1

소련군 주둔에 관한 동독․소간 협정

(번역) 200 - 2

구 동독 인민군의 독일연방군 통합

(번역) 200 - 3

통일독일군의 미래

(번역) 200 - 4

통일독일 연방군의 미래임무

(번역) 200 - 5

독일의 군사통합

(번역) 200 - 6

독일연방 국방성의 통독 1주년 독일연방군 현황보고

(번역) 200 - 7

통독2주년 기념 국방장관 연설문
- 통독 2년간의 성과 -

(번역) 200 - 8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10)
-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연방군 -

(번역) 200 - 9

다. <경 제 분 야(300) : 원문>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화폐, 사회 및 경제통합을 위한 국가조약

300 - 1

독일통일 공채발행계약과 연방 및 주정부예산 절감계획

300 - 2

동서독 공업규격 통합

300 - 3

동서독 경제통합이후 동독지역에 도입된 노동 및 사회보장제도

300 - 4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발전과정 - 경제제도 개혁

300 - 5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발전과정
- 경제적 문제점 및 전망

300 - 6

통합 공업규격(DIN)의 목록(영문판)

300 - 7

양독간 경제관계 진전상황 요약(영문, '89.11.9～'90.3.18)

300 - 8

제1차 국가조약 부칙Ⅱ항 규정에 의해 동독지역에 적용되는
서독의 법령집(화폐통합 관련)

300 - 9

제1차 국가조약 부칙Ⅱ항 규정에 의해 동독지역에 적용되는
서독의 법령집(경제통합 관련)

300 - 10

동독내 주거지, 본점 또는 지점이 없는 자의 영업행위 또는
자유업의 허가에 관한 법

300 - 11

동독내 환전 자산취득의 적법성 증명에 관한 법

300 - 12

동독내 통화변경에 따른 불법행위 처리에 관한 법

300 - 13

통독비용

300 - 14

동독에의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해설책자(독문)

300 - 15

재무성장관의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연설문(독문)

300 - 16

경제통합이후 변동상황(영문요약, 독문)

300 - 17

인민 공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에 관한 법(독문, 목차번역)

300 - 18

동독에 대한 투자저해요소(독문, 국문요약)

300 - 19

서독경제 활성화(독문, 국문요약)

300 - 20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독의 물가상승(독문, 국문요약)

300 - 21

동독농민 농업정책에 반발(독문, 국문요약)

300 - 22

동독의 재정원칙에 관한 법(원문 및 목차번역)

300 - 23

동독 관세법(원문 및 목차번역)

300 - 24

동독연방 및 주정부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원문, 목차번역)

300 - 25

콜 수상 세금인상 반대(8.27 게네랄 안차이거지 기사번역)

300 - 26

통독예산 200억 마르크(8.28 헤랄드 트리뷘지 기사번역)

300 - 27

연방예산 4,000억DM 이상으로 상승
(8.29 게네랄 안차이거지 기사번역)

300 - 28

동․서독 경제․사회통합 이후 기존통계의 조정 및 향후 통계
작성상의 문제(국문번역, 원문)

300 - 29

무역․자본 및 지불거래에 관한 법(원문 및 목차번역)

300 - 30

동독의 새로운 조세제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발간책자, 목차번역)

300 - 31

30년간의 내독교역 - 경제․정치적 의미 - (독어원본)

300 - 32

내독교역의 전망(영어원본)

300 - 33

동독 통계법(목차번역, 독어원본)

300 - 34

내독교역 관련 법령집(독어원본)

300 - 35

서독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통독비용 관련, 독어원문)

300 - 36

동독지역 몰수재산권 반환신청에 관한 해설자료 및 신청서 양식

300 - 37

5대 경제연구소, 신탁청의 구조적 오류 및 업무과중 비판
(신문기사 요약번역)

300 - 38

독일 체신장관, 동독지역 전화통신 개선계획 관련 동향
(신문기사 요약번역)

300 - 39

독․소간 경제․산업․과학기술분야 협력조약(당관 영문번역)

300 - 40

동독지역에의 사회적 시장경제 도입(영문, '89.11.9-'90.4.20
까지 경제정책)

300 - 41

통합조약과 임대차법(독어원문)

300 - 42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미해결 재산권의 법적인 측면(독어원문)

300 - 43

이전 동독지역의 EC 단일시장 경제권으로의 편입․통합
(독어원문)

300 - 44

소련 점령하 구동독이 몰수한 재산의 미반환에 대한 헌법
재판소 위헌 판결

300 - 45

내독간 무역과 EC 단일시장(독어원문)

300 - 46

반 법치국가적 형사처벌에 의해 몰수된 재산권의 반환신청
설명서 및 신청양식

300 - 47

재산권 반환신청에 관한 지방행정기관 업무처리 지침(독어원문)

300 - 48

이전 몰수재산권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심리에서 밝힌 법무
장관의 의견

300 - 49

독일 야당인 사민당(SPD)의 동독지역 재건계획

300 - 50

독일 상공회의소 조사 구동독지역 경제현황 및 전망

300 - 51

신설5개주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처리
간소화

300 - 52

구 동독지역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방의 재정지원

300 - 53

신탁청과 주정부 및 연방정부 공동협력안

300 - 54

투자촉진을 위한 미해결 재산권 처리문제 재조정

300 - 55

기업사유화 장애제거와 투자촉진을 위한 법률

300 - 56

구 동독지역 주택임대료 인상 관련자료

300 - 57

과거 동독기업의 독일마르크에 의한 대차대조표 작성에 관한
법 개관

300 - 58

구 동독 소유 행정․재정재산 재분류 절차와 관리책임에 관한 규정

300 - 59

신설 5개주에 대한 농업지원

300 - 60

통독에 즈음한 독일 전경련(BDI)의 활동

300 - 61

구 동독지역의 협동조합체제(Genossenschaft) 전환 가능성

300 - 62

자

료

명

분 류 번 호

구 동독지역 우편․통신분야 확충

300 - 63

신설 5개주에 대한 국가적 투자촉진 대책 및 재정지원 현황

300 - 64

이전 몰수재산 미반환을 위한 투자증명서 발급 관련 법규 및 양식

300 - 65

구 동독지역 주거현대화를 위한 지원조치

300 - 66

“기업사유화에 대한 장애제거와 투자촉진에 관한 법” 설명자료

300 - 67

최근 신탁청 활동동향

300 - 68

신설 5개주에 대한 경제지원

300 - 69

신탁청 최근 활동동향

300 - 70

통독이후 관세행정의 개편

300 - 71

소련 점령하 구동독지역 몰수재산 미반환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원)문

300 - 72

통일독일의 재정현황과 통독과 관련한 재정문제

300 - 73

신탁청 관리재산의 지방행정기관으로의 이관 및 관계법령

300 - 74

신탁청 관리 재산의 지방행정기관으로의 이관에 따른 신청서
(양식) 및 설명자료

300 - 75

통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300 - 76

신설 5개주의 등기부 열람 문제

300 - 77

구 동독 농업구조 재편을 위한 새로운 농업구조 조정법 제정

300 - 78

하원 신탁청 소위원회 구성과 임무

300 - 79

신설 5개주에 대한 EC의 지원

300 - 80

신탁청 관리재산중 지방행정기관으로 이관되는 재산

300 - 81

구 동독 경제재건을 위한 구동독 경제학자의 제언

300 - 82

구 동독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처리 문제

300 - 83

구 동독 주택관련 국유재산의 처리 문제

300 - 84

구 동독 주택관련 국유재산의 원소유권자에게의 반환 문제

300 - 85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신설 5개주에서의 영업활동(영문책자)

300 - 86

신설 5개주 농업재건을 위한 각종 지원조치

300 - 87

구 동독의 대외채권과 채무의 처리

300 - 88

독일통일과 연구․과학․기술정책

300 - 89

구 동독지역(신설주)의 연구체계 재편

300 - 90

구 동독지역(신설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시책

300 - 91

'90년대 구동독지역 투자전망(영문판 신탁청 제공자료)

300 - 92

구 동독 과학분야 청산을 위한 “청산 및 조정위원회”(KAI) 설치

300 - 93

구 동독 경제의 붕괴 원인

300 - 94

구 동독지역 농촌 주거환경 현대화 프로그램

300 - 95

구 동독지역 발전현황

300 - 96

통독이후 구동독지역 과학․기술․연구 중점분야

300 - 97

신탁청의 기업사유화 전략 관련 논의

300 - 98

독일 5대 경제연구소의 '91 추계 경제전망 보고서

300 - 99

구 동독의 농업구조 재편

300 - 100

구 동독지역의 전체경제 및 기업경영적 적응과정(제3차 보고서)

300 - 101

통독의 경제적 제측면(영문자료)

300 - 102

“경제5현”의 '91～'92(동독포함) 경제평가보고서(요약분)

300 - 103

최근 신탁청 활동동향('91.10월호)

300 - 104

최근 신탁청 활동동향('91.11월호)

300 - 105

신설 5개주에 계속 적용되는 구동독 농업관계 법령

300 - 106

구 동독지역(신설연방주)에 대한 투자: 경제성 발행 영문책자

300 - 107

최근 신탁청 활동동향('92. 1월호)

300 - 108

통독이후 교통망 통합문제(영문자료)

300 - 109

신설주에 있어서 기업반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적 문제들

300 - 110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이후 산업재산권 관련 법안 및 설명자료

300 - 111

양독간 경제․화폐․사회통합 관련 참고문헌 목록
(세계경제연구소 발행)

300 - 112

통독의 경제․사회적 측면에 관한 참고문헌 목록
(세계경제연구소 발행)

300 - 113

최근 신탁청 활동동향('92. 2월호)

300 - 114

경제통합에 있어서의 신탁청의 역할

300 - 115

MBO 방식에 의한 신탁청 기업매각계약서 견본

300 - 116

구 동독 국유기업 반환제도와 관련 규정

300 - 117

구 동구권(동독 포함) 기업의 구조개편과 사유화 성공의 조건

300 - 118

구 동독 경제재건을 위한 야당인 사민당의 제안

300 - 119

신탁청 기업 사유화의 실질적인 장애요소인 미해결 재산권 문제

300 - 120

독일 5대 경제연구소 '92 춘계 경제전망보고서

300 - 121

“기업 사유화의 장애제거와 투자촉진에 관한 법”
제2차 개정시안(정부측 설명자료)

300 - 122

통독이후 상속권의 제문제

300 - 123

통일조약상의 가족법(해설)

300 - 124

구 동독지역 경제재건을 위한 투자 지원조치(요약)

300 - 125

구 동독지역 주택분야 재산권 문제 처리 신속화에 대한 지침
(연방건설성)

300 - 126

구 동독지역의 전체경제 및 기업 경영적 적응과정(제5차 보고서)

300 - 127

구 동독 대내외 부채청산을 위한 기관설립과 재정조치들

300 - 128

임금인상 투쟁이 구동독지역 경제재건 및 통독비용에 미치는 영향

300 - 129

구 동독으로부터 승계한 재정부담 청산과 추정 소요액

300 - 130

Stasi 보유 구동독 부동산 재산 처리상의 문제점

300 - 131

제2차 구동독 재산법 개정(초안) 해설

300 - 132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서독간 교역 및 경제협력

300 - 133

동․서독 교역과 정치적 배경

300 - 134

신탁관리기업의 신속한 사유화 방안

300 - 135

통독이후 새로운 독일의 경제정책

300 - 136

구 동독 미해결 재산권 처리 현황('91년말 현재)

300 - 137

연방 미해결 재산권 처리

300 - 138

｢보상기금｣설치에 관한 규정

300 - 139

구 동독 은행 시스템 통합 - 독일연방은행 보고서 -

300 - 140

독일통일이후 재정현황과 재정상의 문제점

300 - 141

과거 내독간 교역에 있어서 경제협력사업의 유형들

300 - 142

과거 내독간 교역에 있어서 지불 및 신용거래

300 - 143

최근 신탁청 활동 동향('92. 5월호)

300 - 144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신탁청 월간보고)

300 - 145

통독이후 구동독지역내 여성실업자 증가원인과 추세

300 - 146

신설주(구동독지역)에 설립된 고용촉진 및 자질향상회사 실태

300 - 147

숫자로 본 경제통합 현황

300 - 148

구 동독지역 최대 투자장애요인인 미해결 재산권 문제

300 - 149

구 동독지역 경제의 구조전환과 재건

300 - 150

구 동독지역 기업 경영인 현황

300 - 151

구 동독지역 임금구조 변동 추세

300 - 152

구 동독지역 최근('92. 3월말 현재) 노동시장 현황

300 - 153

화폐통합 : 경제적 고려에 우선한 정치적 결정

300 - 154

환경통합의 길 - 환경협력과 환경정책 요건 -

300 - 155

신설주 경제재건을 위한 심리적 조건

300 - 156

자영업과 구동독 경기부양

300 - 157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신설 5개주의 재정상 문제점

300 - 158

구 동독지역 주택 사유화 절차(해설 및 체크리스트)

300 - 159

동․서독간 경제교류 현황(영문)

300 - 160

동․서독간 거래수지(영문)

300 - 161

신용청산기금 현황 - 독일 재무성 보고서 -

300 - 162

신탁청의 기업사유화 추진실적 - 신탁청 월간보고 -

300 - 163

내독간 자동차 교통량

300 - 164

동․서독 경제관계(영문)

300 - 165

통일독일에서의 상업적 권리보호의 표준화

300 - 166

구 동독지역의 산업생산요소

300 - 167

구 동독 미해결 재산권 처리현황('92년 3월말 현재)

300 - 168

제2차 재산법 개정(안)

300 - 169

신속한 사유화의 문제점 - 신탁청 활동에 대한 비판 -

300 - 170

신설주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

300 - 171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300 - 172

구 동독지역의 임금정책(영문)

300 - 173

독일 경제개관 및 전망(영문자료)

300 - 174

'92/'93 재정현황과 통독이후 재정정책상 문제점

300 - 175

최근 신탁청 활동 동향('92. 7월호)

300 - 176

구 동독지역의 경제적 적응문제(영문자료)

300 - 177

통독과 환율정책 및 EMS(영문자료)

300 - 178

구 동독지역의 전체경제 및 기업경영적 적응과정(제6차 보고서)

300 - 179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보고('92. 7) -

300 - 180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보고('92. 8) -

300 - 181

투자우선법 원문

300 - 182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투자우선법 해설자료

300 - 183

독일 5대 경제연구소 '92 추계 경기전망 보고서

300 - 184

최근 신탁청 활동 동향('92. 9/10월호)

300 - 185

구 동독 미해결 재산권 처리 현황('92년 9월말 현재)

300 - 186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연방 재정 건실화 방안”

300 - 187

구 동독지역 체제 이행 과정상의 제 문제

300 - 188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 보고('92.11월) -

300 - 189

통일독일 '93년 경제전망(영문자료)

300 - 190

신설주 교통분야 재건실태

300 - 191

연방 재정 건실화 방안 해설(영문자료)

300 - 192

구 동독지역 산업구조 개편 현황(영문자료)

300 - 193

접경지역 지원법(Zonenrandfoerderungsgesetz)

300 - 194

서독측의 내독간 접경지역 지원

300 - 195

“구 동독지역 경기부양 공동대응책” '92년 결산보고

300 - 196

최근 독일경제 동향('92년 4/4분기)

300 - 197

미해결 재산권 처리의 의의와 목적

300 - 198

구 동독지역 가계소득의 분포와 만족도

300 - 199

최근 동독경제 현황(영문자료)

300 - 200

사민당 연대협약(안)
- 독일 경기부양, 동독재건, 환경개선 및 사회정의 -

300 - 201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보고('93. 1월) -

300 - 202

내독관계에서 양독주민들의 상대편 지역에 은행구좌 설치

300 - 203

독일 경제현황에 관한 콜 수상 연설문(영문자료)

300 - 204

구 동독 산업정비와 재건을 위한 신탁청의 책임

300 - 205

과거 몰수재산 보상에 관한 법

300 - 206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농업구조조정법에 의거한 농장주들의 권리

300 - 207

통독으로 인한 국가부채

300 - 208

독일 5대 경제연구소 '93 춘계 경제전망 보고서

300 - 209

최근 신탁청 활동 동향

300 - 210

'93 춘계 독일경제 현황(영문자료)

300 - 211

구 동독지역의 전체경제 및 기업경영적 적응과정(제8차 보고서)

300 - 212

신설주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현황

300 - 213

과거몰수재산 보상에 관한 법(안) 해설

300 - 214

내독간 신용대부(Kredit) 거래와 그 정치적․경제적 의미
- '83, '84의 대규모 대 동독 은행차관을 중심으로 -

300 - 215

통일독일의 임금 및 고용현황 - '93년 1/4분기 -

300 - 216

신설주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300 - 217

구 동독 계획경제의 기술혁신력 부재: 동독체제의 근본적인
붕괴 원인

300 - 218

몰수재산 관련 보상법 정부(안)에 대한 논평

300 - 219

최근 신탁청 활동 동향

300 - 220

통독후 구조적응 과정 (베를린-브란덴부르그 지역)

300 - 221

구 동독 미해결 재산권 처리현황('93년 6월말 현재)

300 - 222

통일독일의 재정정책 및 운용계획('93～'97)

300 - 223

독일경제 현황('93년 2/4분기)

300 - 224

독일의 산업입지 확보 방안 - 정부보고서(요약) -

300 - 225

'93/94 공공분야 재정 현황

300 - 226

신탁청의 사유화 전략 - 실적과 문제(영문자료) -

300 - 227

사유화 과정상의 문제점 - 미시적․거시적 접근(영문자료) -

300 - 228

신설주의 경제재건 및 지역개발 정책(영문자료)

300 - 229

통일비용․수익 산정 방법론

300 - 230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미래 산업입지로서의 독일(영문자료)

300 - 231

구 동독지역의 전체경제 및 기업경영적 적응과정(제9차 보고서)

300 - 232

통일독일 경제 현황 - '93년 여름(영문자료) -

300 - 233

신탁청 기업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보고('93. 8월) -

300 - 234

대동독지역 공공부문 재정이전 현황(1991～1994년)

300 - 235

독일 6대 경제연구소 '93 추계 경제전망보고서

300 - 236

'93 추계 독일경제 동향(영문자료)

300 - 237

동서독지역 소득 비교(1990～93)

300 - 238

신탁청의 조직개편 및 재정현황

300 - 239

최근 신탁청 활동 동향

300 - 240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 보고('93.12월) -

300 - 241

신설주 경제의 구조적응상의 문제점

300 - 242

내독교역관련 반출․지불․신용보험

300 - 243

1993/94 동계 독일 경제동향

300 - 244

구 동독 국유부동산의 신탁청 이관

300 - 245

신탁청 조직 개편 법률(안)

300 - 246

구 동독 미해결 재산권 처리현황('93년 12월말 현재)

300 - 247

구 동독의 유산 - 냉전이 동독경제에 미친 영향 -

300 - 248

신탁청 연간 결산보고서(1990～1992)

300 - 249

신설주에 대한 투자촉진대책

300 - 250

신탁청 임무의 자회사 이관계획 - 재무성 보고서 -

300 - 251

신탁청 및 자회사의 직원 및 봉급현황 - 재무성 보고서 -

300 - 252

신탁청 조직개편 및 직원, 봉급체계에 관한 연방심계원의 의견서

300 - 253

동․서 베를린간의 소득 격차

300 - 254

신연방주의 경제상황

300 - 255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 보고('94. 1월) -

300 - 256

구 소련 점령고권에 의한 몰수재산 반환 금지

300 - 257

신연방주 경제 및 사회통합 현황

300 - 258

신설연방주의 전체경제 및 기업경영적 적응과정(제10차 보고서)

300 - 259

독일 6대 경제연구소 '94 춘계 경제전망보고서

300 - 260

신연방주 기업에 대한 공공발주 현황 보고서

300 - 261

독일의 산업입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확충 문제

300 - 262

신연방주 산업별 생산성 분석

300 - 263

신연방주 산업입지 강화를 위한 경제정책

300 - 264

몰수재산 보상 및 조정에 관한 법률안

300 - 265

신탁청의 재정현황(영문자료)

300 - 266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 보고('94. 3월) -

300 - 267

구 동독 미해결 재산권 처리현황('94년 3월말 현재)

300 - 268

1993년도 동․서독 전세가격 비교

300 - 269

구 동독 대외무역총괄회사 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요약부분)

300 - 270

신연방주의 산업생산 현황

300 - 271

1993년도 동․서독지역 경제현황 평가(영문자료)

300 - 272

신연방주의 중소기업 확충

300 - 273

'94 춘계 독일경제 현황 및 전망(영문자료)

300 - 274

구 동독 대외무역총괄회사에 대한 함부르크 경제연구소 전문
감정서(결론부분)

300 - 275

'94 춘계 독일경제 현황(영문자료)

300 - 276

몰수재산 반환배제의 위헌 주장에 대한 반론

300 - 277

신연방주의 수출 동향

300 - 278

신연방주의 소득 현황

300 - 279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연방의회 동독 대외무역총괄회사 조사위원회 보고서

300 - 280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 보고('94. 5월) -

300 - 281

몰수재산 원상회복에 관한 의견

300 - 282

신연방주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현황과 전망

300 - 283

신탁청 활동 감독 및 계약 이행 관련사항 검토

300 - 284

신연방주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문제점

300 - 285

동․서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비교분석

300 - 286

독일 연방정부의 부채 현황

300 - 287

신연방주의 연금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300 - 288

1994년도 2/4분기 독일경제 분석

300 - 289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 보고('94. 6월) -

300 - 290

신연방주 가계의 취업 및 수입상태

300 - 291

신연방주 소비자물가 상승

300 - 292

신탁청의 1993년도 연간보고서 관련 주요 통계

300 - 293

신연방주의 농업구조 변천과정

300 - 294

신탁청의 재정현황 및 향후 계획

300 - 295

신연방주의 건축경기 현황

300 - 296

1994년도 상반기 신연방주 경제현황(영문)

300 - 297

신연방주의 출산율 감소현황 분석

300 - 298

독일 6대 경제연구소 '94 추계 경제전망 보고서

300 - 299

신연방주 재건을 위한 재정지원 현황

300 - 300

통일이후 구동독지역의 상품 변천 모습

300 - 301

베를린 지역의 취업 현황과 전망

300 - 302

신탁청의 발전과정과 해체후 후속 조직의 성격

300 - 303

신연방주에 대한 세제상 지원

300 - 30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연방정부의 신 재정 정책

300 - 305

'94 3/4분기 독일경제 분석

300 - 306

신탁청의 조기 사유화 평가

300 - 307

신탁청의 활동 결산 - Der Spiegel지 -

300 - 308

신탁청 해체 및 후속조직의 역할

300-9501- 1

'94 신연방주 경제성장 및 '95 전망

300-9502- 2

과거몰수재산 보상에 관한 법률 해설

300-9502- 3

신연방주 투자현황

300-9502- 4

신탁청 후속조직의 법적 문제

300-9503- 5

독일의 단기․중기 경제전망

영문 300-9504- 6

독일 6대 경제연구소 '95 춘계 경제전망 보고서

300-9504- 7

1995년도 독일 연방정부 예산

300-9504- 8

신연방주에 있어서의 자본참여 현황

300-9505- 9

신연방주의 주요산업 발전현황 분석

300-9505-10

신연방주의 노동시장 발전현황 분석

300-9506-11

신연방주의 경제구조조정 개관

300-9507-12

화폐통합 5주년 관련 IWH 연구보고서

300-9507-13

동독경제의 적응과정과 촉진대책

300-9508-14

신연방주 경제의 자력성장을 위한 길

300-9508-15

신연방주의 자본축적 실태

300-9508-16

'95/'96 신연방주 경제평가 및 전망

300-9508-17

신연방주 농업경제 현황

300-9508-18

동․서독의 산업재산권 통합현황

300-9508-19

'95 상반기 미해결재산문제 처리현황

300-9508-20

화폐․경제․사회통합 5주년 홍보자료

300-9509-21

자

료

명

지역간 무역자본조달회사(GEFI) 연례보고서
신연방주 경제재건대책 방향

분 류 번 호
300-9509-22
영문 300-9509-23

통일후 동독지역의 경제구조 전환

300-9510-24

신연방주 재건관련 연방경제부 보고서

300-9510-25

동․서독지역간 지방재정현황 비교

300-9510-26

통독 5주년 관련 독일경제연구소들의 동독경제 분석

300-9511-27

독일통일과 재정정책

300-9511-28

동독 체제전환 5년 이후 취업기회 분석

300-9512-29

동독의 정치․경제․산업 변천 개괄

300-9512-30

공공재정이전금 철폐에 관한 고찰

300-9512-31

신연방주의 취업 및 소득현황

300-9512-32

1995년도의 신연방주 경제재건현황 분석

300-9601- 1

신연방주의 여성실업 문제

300-9601- 2

재정균형제도를 통한 신연방주 재정 확충

300-9602- 3

동독지역 구조전환 5년간 취업기회 분석

300-9602- 4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현황

300-9602- 5

통독이후 5년간 신․구연방주 임금추이 비교

300-9602- 6

'95년도 신연방주 경제동향 분석

300-9603- 7

신연방주 경제동향 분석

300-9604- 8

통독이전 구동독 경제상황 분석

300-9604- 9

새로운 경제문화를 선도하는 신연방주 창업주들

300-9604-10

새로운 연방재정균형제도를 통한 동독지역 재정문제의 해결

300-9605-11

동독지역 젊은이들의 경제의식에 대한 연구

300-9606-12

동독지역 경제분석 및 전망

300-9607-13

경영자인수제도(MBO)를 통한 기업사유화 실태

300-9607-1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독지역 여성취업현황 분석

300-9607-15

통일이후 독일경제의 대외적 측면 분석

300-9607-16

동독지역의 시장경제 적응현황 및 향후과제

300-9608-17

동독지역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 연구

300-9608-18

미해결재산문제 처리현황('96.6.30 현재)

300-9608-19

동독지역에 대한 고용창출조치(ABM)의 문제점 진단

300-9609-20

동독지역 대도시의 인프라 구축 문제

300-9609-21

동독지역 투자구조의 문제점 및 전망

300-9609-22

통독 6년, 동독지역 경제 중간결산

300-9610-23

동독지역 체제전환 과정의 특징

300-9610-24

구 동독의 대서방 외채규모

300-9610-25

신연방주 시골지역의 공동과제 사업을 통한 지원

300-9611-26

동․서독 DM 구매력의 비교

300-9701-27

통일관련 공공재정 지출 분석

300-9701-28

동․서독 근로자의 소득 비교 분석

300-9703-29

1997년도 동독지역의 노동시장 전망

300-9703-30

1996년말 현재 미해결재산 처리 현황

300-9703-31

통일이후 공공부채의 증가현황 분석

300-9704-32

1997년도 춘계 독일경제현황 분석

300-9705-33

신연방주의 생산성 분석

300-9705-34

미해결재산 처리 현황(1997.3.31 현재)

300-9707-35

동독 경제부흥 대책

300-9707-36

동독지역의 산업연구 촉진

300-9710-37

독일통일 7년: 재정정책적 관점에서 회고와 전망

300-9710-38

분단당시 서독의 동독경제 연구

300-9710-39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신탁청(THA)과 신탁청후속기관(BvS)의 업무현황

300-9711-40

연방미해결재산청 업무처리 현황

300-9711-41

개정된 신연방주의 임대료법

300-9801-42

연방미해결재산청 업무처리 현황

300-9802-43

독일통일 7주년 연례보고서(번역)
(제5장: 경제․사회․환경통일의 달성(Ⅰ))

300-9802-44

신연방주 지역의 경제성장

300-9803-45

독일통일 7주년 연례보고서(번역)
(제5장: 경제․사회․환경통일의 달성-Ⅱ(1))

300-9803-46

독일통일 7주년 연례보고서(번역)
(제5장: 경제․사회․환경통일의 달성-Ⅱ(2), Ⅲ, Ⅳ)

300-9803-47

독일통일 7주년 연례보고서(번역)
(제5장: 경제․사회․환경통일의 달성-Ⅴ)

300-9803-48

독일통일 7주년 연례보고서(번역)
(제5장: 경제․사회․환경통일의 달성-Ⅵ, Ⅶ)

300-9803-49

독일통일 7주년 연례보고서(번역)
(제5장: 경제․사회․환경통일의 달성-Ⅶ(2))

300-9804-50

독일 연방경제부의 신연방주 경제재건현황 전망 보고서

300-9804-51

독일 연방경제부의 신연방주 경제재건 현황 보고서(요약)

300-9804-52

고용증대를 위한 독일정부의 실행프로그램

300-9804-53

신연방주 재건을 위한 독일연방정부의 경제지원 현황 자료

300-9804-54

동독지역 경제의 구조전환

300-9805-55

신연방주 경제재건 중간평가 보고서

300-9805-56

동독지역 경제현황 및 재원조달

300-9809-57

통독 8년간의 경제통합 관련 통계자료

300-9809-58

연방경제부의 동독지역 경제평가보고서

300-9810-59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독일정부의 신연방주 노동정책의 현황과 분석

300-9812-60

신연방주 경제지원을 위한 독일정부의 지원 프로그램(개관)

300-9812-61

구 동독 경제현황에 대한 Halle 경제연구소의 연구보고서

300-9901-62

1999년 동독지역 경제성장 전망

300-9901-63

<경 제 분 야(300)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독의 생산성과 경제질서 - 변천하는 동독경제 -

(번역) 300 - 1

대동독 경제지원

(번역) 300 - 2

동독의 재산권 반환 논쟁

(번역) 300 - 3

신탁청 정관

(번역) 300 - 4

신탁주식회사 정관

(번역) 300 - 5

신탁청 조직개편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

(번역) 300 - 6

동독 공유재산의 사유화와 재편에 관한 법(신탁법)

(번역) 300 - 7

독일통일의 경제․사회적 전망
(쾰른 독일경제연구소 전문감정 보고서 요약)

(번역) 300 - 8

5대 경제연구소 전문감정에 비추어 본 독일통일 비용

(번역) 300 - 9

신탁청, 동독 공유기업 정비에 총력 경주

(번역) 300 - 10

내독경제 관계법령

(번역) 300 - 11

미해결 재산권의 처리 문제

(번역) 300 - 12

서기 2000년까지의 통일독일 주택 전망

(번역) 300 - 13

과거 동․서독간 통행문제

(번역) 300 - 14

내독간 경제관계 및 그 정치적 평가

(번역) 300 - 15

기업사유화의 장애제거와 투자촉진을 위한 법률(안) 설명서

(번역) 300 - 16

통독경제의 구조전환

(번역) 300 - 17

구 동독 경기 부양책에 관한 보고서

(번역) 300 - 18

의회 및 행정부 소재지 Bonn-Berlin 이전 비용

(번역) 300 - 19

신탁청 역할의 재조명

(번역) 300 - 20

구 동독 경기부양을 위한 공동대응책

(번역) 300 - 21

통일독일 농업 문제

(번역) 300 - 22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신설 5개주(구동독지역)의 농업정책

(번역) 300 - 23

통독의 희생양: 신탁청과 암살된 Rohwedder 청장

(번역) 300 - 24

신설5개주 기업사유화의 제문제에 대한 연방경제성 산하 학술
자문회의 전문감정보고서

(번역) 300 - 25

구 동독지역을 위한 올바른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노선의
지속적 추구(독일 경제5현의 특별보고서)

(번역) 300 - 26

EC와 내독무역의 관계

(번역) 300 - 27

EEC의 대동독관계에 비추어본 내독무역의 의의

(번역) 300 - 28

화폐․경제․사회통합 1주년에 즈음한 통독의 중간평가(Ⅰ)

(번역) 300 - 29

화폐․경제․사회통합 1주년에 즈음한 통독의 중간평가(Ⅱ)

(번역) 300 - 30

화폐․경제․사회통합 1주년에 즈음한 통독의 중간평가(Ⅲ)

(번역) 300 - 31

구 동독지역의 전체경제 및 기업경영적 적응과정(Ⅰ)

(번역) 300 - 32

구 동독지역의 전체경제 및 기업경영적 적응과정(Ⅱ)

(번역) 300 - 33

통독과 EC 통합에 즈음한 '90년대 독일 교통정책

(번역) 300 - 34

체신통합에 관한 동․서독 체신부장관 공동성명

(번역) 300 - 35

위기에 처한 경제통일

(번역) 300 - 36

동독의 국가주도 명령경제로부터 통일독일의 사회복지적
시장경제로 전환(Ⅰ)

(번역) 300 - 37

통독이후 부담의 배분을 둘러싼 투쟁

(번역) 300 - 38

신탁청 부동산회사 개관

(번역) 300 - 39

연구기술부문의 독일통일

(번역) 300 - 40

신연방주내 구동독 국유재산 사유화에 관한 문답식 해결

(번역) 300 - 41

구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긴급대책

(번역) 300 - 42

화폐․경제․사회통합 2주년 각료회의 콜 수상 연설문

(번역) 300 - 43

구 동․서독지역 최근 경기동향(FAZ)

(번역) 300 - 4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일독일의 90년대 경제정책
- 산업 최적지로서의 독일을 위한 전략 -

(번역) 300 - 45

상반된 이해관계하에 전개된 내독간 경제교류

(번역) 300 - 46

구 동독 재건 관련 콜 수상 연설문

(번역) 300 - 47

구 동독 경제의 몰락과 국가파탄

(번역) 300 - 48

구 동독 경제의 파국적 실태

(번역) 300 - 49

구 동독지역에 대한 산업정책의 전환

(번역) 300 - 50

신연방주 재건 지원 실무기획단 중간보고 및 건의안

(번역) 300 - 51

통독직전 구동독 경제위기에 관한 분석 보고서
- 국가기획위 위원장의 정치국 보고서 -

(번역) 300 - 52

화폐통합에 관한 연방은행 보고서

(번역) 300 - 53

동독의 외환 획득사업

(번역) 300 - 54

내독간 비상업적 지불 및 청산교류

(번역) 300 - 55

신설주 경제정책의 오류

(번역) 300 - 56

연대협약(Solidarpakt) 합의문

(번역) 300 - 57

‘연대협약’ 관련 논평 : 위험스런 협약

(번역) 300 - 58

구 동독 경제 및 기업경영의 통합․적응과정(제7차 보고서)

(번역) 300 - 59

‘연대협약’ 관련 논평(Ⅱ) : 놓쳐버린 좋은 기회

(번역) 300 - 60

‘연대협약’ 관련 논평(Ⅲ) : 공동합의하에 과세부과

(번역) 300 - 61

구 동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언
-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

(번역) 300 - 62

과거 몰수재산 보상법안 관련 논평 : 부당한 보상 규정

(번역) 300 - 63

내독간 경제교류중 물품거래 절차 및 유의사항(Ⅰ)

(번역) 300 - 64

내독간 경제교류중 물품거래 절차 및 유의사항(Ⅱ)

(번역) 300 - 65

화폐통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변형과정상의 위기 -

(번역) 300 - 66

자

료

명

분 류 번 호

1995년 이후 통일비용 부담 현황

(번역) 300 - 67

내독간 경제교류중 물품거래 절차 및 유의사항(Ⅲ)

(번역) 300 - 68

내독간 경제교류중 용역거래 절차 및 유의사항

(번역) 300 - 69

동․서독 화폐통합
- 경제적 이성보다는 정치적 결단 -

(번역) 300 - 70

내독간 경제교류 관련 신용대부 허가

(번역) 300 - 71

내독간 경제교류 관련 서독정부 보증(Garantie)

(번역) 300 - 72

화폐통합 3주년 관련 언론 논평 : 3년이 지난 오늘의 모습

(번역) 300 - 73

독일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 성장강화, 산업입지 구축, 긴축재정 운용 -

(번역) 300 - 74

과거 몰수재산 보상에 관한 연방정부의 법안(강연내용)

(번역) 300 - 75

휘청거리는 독일경제 - Die Zeit지 논평 -

(번역) 300 - 76

내독간 경제협력사업의 제 유형과 절차(유의사항)

(번역) 300 - 77

숫자로 본 신설주 경제 현황

(번역) 300 - 78

동․서독간 청산단위가 아닌 경화를 통한 지불거래 주요내용

(번역) 300 - 79

구 동독 기업의 민영화 - 체제전환의 핵심

(번역) 300 - 80

몰수재산 보상법(수정안 및 관련자료)

(번역) 300 - 81

신탁청의 딜렘마 - 비생산적 파괴와 그 집행인 -

(번역) 300 - 82

법의 도구화 - 부진한 투자활동 -

(번역) 300 - 83

통일독일의 경제문제 진단(쉴러 전 경제장관의 저서 요약)

(번역) 300 - 84

변형이론의 현 주소(지금까지의 연구서 분석)

(번역) 300 - 85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2)
- 신탁청에 의한 기업 사유화 -

(번역) 300 - 86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3)
- 미해결 재산 문제의 처리 -

(번역) 300 - 87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4)
-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붕괴 -

(번역) 300 - 88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6)
- 계획경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로 -

(번역) 300 - 89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8)
- 구동독 재건을 위한 재원조달 -

(번역) 300 - 90

구 동독 대외무역총괄회사 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관련 기사)

(번역) 300 - 91

연방의회 동독대외무역총괄회사 조사위원회 보고서(요약부분)

(번역) 300 - 92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12): 경제통합의 과정 1

(번역) 300 - 93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13): 경제통합의 과정 2

(번역) 300 - 94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14): 경제통합의 과정 3

(번역) 300 - 95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15): 경제통합의 과정 4

(번역) 300 - 96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16)
-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 -

(번역) 300 - 97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17): 우편 및 통신

(번역) 300 - 98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18)
- 환경인프라 및 도시개발 -

(번역) 300 - 99

소련점령치하 몰수재산의 반환금지와 독일통일과의 관련성
(FAZ, GA 기사)

(번역) 300 - 100

소련점령치하 몰수재산문제와 2＋4회담
(고르바초프의 Spiegel지 기고문)

(번역) 300 - 101

몰수재산 관련 2＋4 및 동․서독 회담 일지

(번역) 300 - 102

신탁청의 결산과 전망

(번역) 300 - 103

화폐통합 5주년 관련 Welt지 기사

(번역) 300-9506-1

화폐통합 중간결산(1) - Hamburg연구소 자료 -

(번역) 300-9507-2

화폐통합 5주년 FAZ지 기사 번역

(번역) 300-9507-3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연방하원의 연대부과금 관련 논쟁 동향

(번역) 300-9502-1

신연방주 재건지원금 남용관련 논쟁

(번역) 300-9502-2

내독간 경제교류협력 추진기관 개황

(번역) 300-9506-3

독일통일비용에 관한 연구

(번역) 300-9608-1

라.<사 회 복 지 분 야(400) : 원문>
자

료

명

분 류 번 호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발전 과정 - 사회발전

400 - 1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발전 과정
- 사회․정치적 문제

400 - 2

동독의 임금협상 뉴스

400 - 3

동독의 고용촉진법('90.6.28 제정, 1차 국가조약안 후속법령)

400 - 4

동․서독 통합이후 동독지역의 실업재정 및 사회보험 운용
현황(요약)

400 - 5

사회보험에 관한 법

400 - 6

기존연금의 서독수준으로의 상향조정 및 기타규정(연금조정법)

400 - 7

제1차 국가조약 부칙Ⅱ항 규정에 의해 동독지역에 적용되는
서독의 법령집(사회통합 관련)

400 - 8

동․서독 경제․노동상황(7월)

400 - 9

노동분쟁 중재기관의 설립 및 중재절차에 관한 법(독문, 번역본)

400 - 10

통독후의 단체교섭 등으로 동독 경제력 악화

400 - 11

공공서비스, 수송․교통노조 파업예고
(8.28 게네랄 안차이거지 기사번역)

400 - 12

동독 9만 공공서비스 종사자 경고 파업
(8.30 게네랄 안차이거지 기사번역)

400 - 13

동독, 최고 15만명의 도제필요(8.24 게네랄 안차이거지 기사번역)

400 - 14

동독 의료보험 민간의료기관에 의한 의료급여 예정
(요약번역, 원문)

400 - 15

동독 공직근로자 매월 200DM 임금인상(요약번역, 원문)

400 - 16

독일 노총의 단체협약 체결현황 보고(목차번역, 원문)

400 - 17

동독․서독 근로자 임금실태(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18

자

료

명

분 류 번 호

광산에너지 노조, 노총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조확장 계획
(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19

동독의 노동시장 상반기 동향(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20

동독사회보험 보험료 산정 불확실(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21

동독 에너지 공급의 생태학적 근대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발간책자, 목차번역)

400 - 22

동독 노총 해체(신문 요약번역)

400 - 23

서독 상업은행․보험노조 300DM 이상 임금인상 요구
(신문 요약번역)

400 - 24

동독 경제 및 사회질서 개편후 사회보장정책적 과제
(논문 요약번역, 원문)

400 - 25

동독 청소년기관 설치법(목차번역, 독어원본)

400 - 26

취업촉진에 관한 지침(목차번역, 독어원문)

400 - 27

장애자 고용촉진에 관한 지침(목차번역, 독어원문)

400 - 28

서독지역 실업감소, 동독지역 실업증가(신문 요약번역, 원문)

400 - 29

고용창출 조치령(목차번역, 독어원문)

400 - 30

임금수준의 지역적 차이(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31

철강산업 단체교섭 어려울 것으로 예상(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32

직업훈련의 개별적 촉진에 관한 지침(독어원문, 목차번역)

400 - 33

동독발행 신분증(여권 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외무성 회람
(독어원문, 영문번역)

400 - 34

동․서독 노동시장 동향 격차심화(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35

동독지역에 약 1,729천명의 단축근로자 존재(신문 요약번역)

400 - 36

독․소간 노동․사회분야 협력협정(당관 영문번역)

400 - 37

동․서독 노조통합 과정(번역요약, 독어원문)

400 - 38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서독의 신설 5개주에 대한 환경보호 지원(영문)

400 - 39

동․서독 노동시장 상반된 추이 여전히 계속
(요약번역, 신문기사 원문)

400 - 40

연방고용청 '90 독일 고용실태 분석(요약)

400 - 41

독일정부의 대 동독지역 실업대책(요약)

400 - 42

'91. 1월 고용상황

400 - 43

신설 5개주 환경재건 프로그램

400 - 44

통독을 전후한('90) 구동독지역 실업현황 및 대책

400 - 45

신설 5개주 환경정화 문제

400 - 46

동․서독 노총의 통합에 따른 문제

400 - 47

통독후 통합 “연금법” 제정을 위한 해결과제

400 - 48

통합조약중 환경오염 관련 구채무 면제규정

400 - 49

신설 5개주 보건․의료체계 확립 문제

400 - 50

통독후 환경문제에 관한 종합대책

400 - 51

동․서독 사회통합을 위한 서독 연금법의 동독 적용

400 - 52

동구지역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 전망

400 - 53

전환기에 처한 노동시장

400 - 54

동독의 단체협약 발전추이

400 - 55

연금개정 내용('92)

400 - 56

구 동독지역 실업대책으로서의 신탁청의 사회복지계획

400 - 57

구 동독지역 여성실업자 고용창출 대책

400 - 58

구 동독지역에의 아동․청소년 부조법의 도입

400 - 59

통합조약에 따른 구동독지역에의 의사법 도입

400 - 60

구 동독기관 종사자들의 이전근무기간 인정 합의

400 - 61

“투자장애 제거법”상의 구동독 환경오염 관련 구채무 면제
규정 설명서

400 - 62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사회부조(Sozialhilfe): 신설연방주 주민에 대한 해설책자

400 - 63

가족정책(동독지역 가정에 대한 급부)

400 - 64

동․서독 적십자사 통합관련

400 - 65

과거 내독간 건강․보건분야 전권위임자 접촉과 활동

400 - 66

구 동독 환경오염 잔재 청산 책임 소재

400 - 67

통독후 구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노동자 이동현황

400 - 68

통독후 실업증가 원인과 증대

400 - 69

통독후 새로운 노조의 형성과 임금협상 자치권

400 - 70

구 동독지역 노동시장 변동 추세

400 - 71

통독과정에서의 노조정책

400 - 72

고용시장과 고용정책

400 - 73

통독과정에서의 여성문제 논쟁

400 - 74

구 동독 변혁과정에의 적응에 따르는 비용

400 - 75

사회적 통합정책상의 제수단과 문제점

400 - 76

최근 독일 노동시장 동향

400 - 77

구 동․서독 가족․부녀․아동 분야 사회복지 혜택 비교

400 - 78

구 동․서독 사회보장정책 제규정 비교
(연방정치교육센타 발간자료)

400 - 79

구 동․서독 사회보장제도 비교(내독관계성 발간자료)

400 - 80

과거 양독관계에 있어서 적십자사의 역할

400 - 81

신설주에 대한 환경복구정책

400 - 82

과거 양독간 보건협정 구체화를 위한 서독정부 시행령

400 - 83

내독관계성과 독일적십자사간에 체결된 내독간 환자 운송에
관한 협약

400 - 84

구 동독 피난민 정착․지원 문제

400 - 85

자

료

명

분 류 번 호

구 동독 피난민을 위한 “긴급수용법” 및 개정법 원문

400 - 86

구 동독 피난민을 위한 “긴급수용법” 시행령 및 개정령 원문

400 - 87

구 동독지역 노동행정체계 구축 현황

400 - 88

구 동독 실업자 해소를 위한 고용촉진법 개정

400 - 89

통독이후 복지 향상 실태

400 - 90

통독과 여성문제

400 - 91

신설주 여성의 사회적 참여 및 지위

400 - 92

내독간 상속재산의 반입․반출

400 - 93

통일독일의 주택정책

400 - 94

동독으로부터 이주에 따른 이사물품 반출

400 - 95

내독간 사체․유골의 반입․반출

400 - 96

내독관계에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선물소포로 발송이 가능한
의약품

400 - 97

내독간 보건분야 교류․협력

400 - 98

화폐통합이후 3년간 노동시장 동향(영문자료)

400 - 99

신설주의 실업자 취업 지원

400 - 100

통일독일의 사회정책적 문제

400 - 101

통일 전후 동독지역 보건․사회 시설

400 - 102

구 동독지역 재활원 시설 및 구조

400 - 103

동․서독 청소년 대상 여론조사 결과

400 - 104

동․서독 주민대상 평등권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400 - 105

통일독일의 실업 문제

400 - 106

신설주의 사회보장제도 구축

400 - 107

구 동독지역의 직업교육 기회

400 - 108

신연방주의 사회법

400 - 109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신연방주의 가전제품 보유에 관한 여론조사

400 - 110

신연방주의 고용촉진대책

400 - 111

동․서독지역 사회보장 예산

400 - 112

신연방주 실업의 심리적, 사회적 영향

400 - 113

1993년 산업별 임금협약 체결 현황

400 - 114

신연방주의 사회정책적 재건 현황

400 - 115

전환기의 구동독지역 여성

400-9505-1

<사 회 복 지 분 야(400)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환경보호 문제 - 양독간 환경통합 달성 -

(번역) 400 - 1

통일독일의 사회복지정책

(번역) 400 - 2

신설 5개주 실업현황과 대책

(번역) 400 - 3

동독으로부터의 이주민․탈출자들의 서독정착에 관한 지침서
('91. 1월 기준)

(번역) 400 - 4

피난과 출국의 동․서독 이주 40년사

(번역) 400 - 5

신설 연방주(구동독지역)의 보건․의료체계 개편

(번역) 400 - 6

사회복지국가로 가는 과정 - 구동독지역 통독후 1년 결산 -

(번역) 400 - 7

구 동독 주택의 구채 청산 문제

(번역) 400 - 8

분단시 동․서독 사회복지 체계․수준 비교

(번역) 400 - 9

동서독 노조 통합 과정

(번역) 400 - 10

마. <교 육 분 야(500) : 원문>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양독 교육위원회 구성

500 - 1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 발전과정(교육제도 발전)

500 - 2

동․서독 학제 대비표

500 - 3

통독대비 교육예산 증액

500 - 4

향후 통독일정과 관련한 교육정책 보고

500 - 5

교육제도의 현상과 현안 문제점

500 - 6

동서독 연구 및 학문 공동발전 전망(관계자료)

500 - 7

'90년 신학기 동독교육계 현황

500 - 8

동독의 교육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전개

500 - 9

독일 고등교육 2000년대(장관 기조연설내용 요약 보고)

500 - 10

동․서독 체육통합계획

500 - 11

동․서독간 체육교류현황

500 - 12

동독 각정당의 학교제도에 관한 견해(요약번역, 원문)

500 - 13

교과서 없는 동독학생들(요약번역, 신문기사 원문)

500 - 14

동독의 스포츠를 인수하는 대가(신문기사 원문)

500 - 15

독일 청소년 자연보호연구 현상모집 공고(요약번역, 원문)

500 - 16

독일 및 유럽통합과 직업교육정책(요약번역, 원문)

500 - 17

공산주의 이론 연구자에 대한 지원금지조치(요약번역, 원문)

500 - 18

주재국 교육정책의 변화(각급학교 수업연한 단축)
(번역요약문 및 원문)

500 - 19

동독 공산당법 폐지후 교육관련자료(번역요약문 및 원본)

500 - 20

동․서독 교육위원회 최종합의사항(요약번역)

500 - 21

주재국 교육계 동향보고(통독 및 EC 통합을 중심으로)

500 - 22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후 신설 5개주 교육개혁안

500 - 23

제250차 주 문교상 및 교육자문위원 전체회의 결과

500 - 24

동․서독 체육통합 계획

500 - 25

신설 5개주 전산교육 강화(국문요약번역, 독어원문)

500 - 26

통일독일의 대학교육정책

500 - 27

동․서독간 학술연구 통합과정(독어원문)

500 - 28

'90년대의 교육정책 전망(직업교육관계)

500 - 29

통독연구에 관한 다양한 입장과 경향(독어원문)

500 - 30

올림픽을 향하여 - 독일스포츠 발전사 - (독어원문)

500 - 31

동․서독간 체육교류를 위한 의정서

500 - 32

구 동독 대학의 잔재청산(Abwicklung) 관련 논쟁

500 - 33

신설 5개주 고등교육 개혁 프로그램

500 - 34

통독이후 교육예산의 증가

500 - 35

독일 동부지역 고등교육기관의 진흥방안

500 - 36

구 동독 청소년에 대한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과 통독이후 영향

500 - 37

통독이후 독일의 학교: 구 동․서독간 상이점 극복방안

500 - 38

신연방 5개주 교과서 부족

500 - 39

신연방주(구동독지역) 일반학교의 새로운 구성

500 - 40

동독학교 교육의 2가지 실패요인

500 - 41

구 동독지역 대학 학과(시설) 폐지 및 신설

500 - 42

통독이후 구동독 주민들의 심리적 적응 현황

500 - 43

동․서독 청소년 단체간 청소년 여행에 관한 합의서('82.9.20)

500 - 44

양독간 청소년 단체여행에 관한 협약('89.9.1)

500 - 45

신설주(구동독지역) 교육과 학문분야 장려조치(설명자료)

500 - 46

자

료

명

분 류 번 호

구 동독지역에서의 역사학 재정립

500 - 47

구 동독 체제하에서의 역사학 비판

500 - 48

동․서독간 심리적 시련

500 - 49

통독과정에서의 교육분야

500 - 50

동독역사의 재평가

500 - 51

동․서독 청소년 교류

500 - 52

동․서독간 청소년단체 접촉사례

500 - 53

구 동독 청소년들의 극우화 경향 분석

500 - 54

구 동독지역의 청소년 보호실태 - 라이프찌히 사례 중심 -

500 - 55

양독간 청소년 교류문제 관련 담당자 면담록

500 - 56

구 동독 청소년들의 정치적 성향
- Brandenburg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

500 - 57

통독후 동독지역 청소년들의 교육관과 미래관

500 - 58

통일독일 청소년들의 생활 및 인생관

500 - 59

구 동․서독지역 어린이들의 교외생활 비교

500 - 60

서독정부의 청소년․학생을 위한 내독간 견학여행 장려대책

500 - 61

동․서독지역주의 교사현황

500 - 62

통독전후 동독지역 대학 실태

500 - 63

통일독일의 동질감 형성과 역사교육

500 - 64

전환기의 역사와 민족동질성

500 - 65

통일독일의 국가로서의 의미

500 - 66

통일이후 신연방주의 청소년 문제

500-9505-1

교육장관회의(KMK)에서의 교육통합논의 내용

500-9507-2

신연방주 청소년 여론조사 결과

500-9507-3

통일독일에서의 정치교육

500-9512-4

동독지역 청소년들의 가치관 변화에 관한 연구

500-9606-1

<교 육 분 야(500)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서독 과학․기술 협정

(번역) 500 - 1

올림픽 단일팀 구성 문제

(번역) 500 - 2

신설 5개주 정치교육의 출발점

(번역) 500 - 3

동․서독 체육통합에 따르는 제문제

(번역) 500 - 4

신설 5개주의 대학교육 개혁안('91～'95)

(번역) 500 - 5

구 동독지역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점

(번역) 500 - 6

내독간 과학․기술협력 가능성과 한계

(번역) 500 - 7

바. <문 화․종 교 분 야(600) : 원문>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양독간 문화교류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

600 - 1

동독 변혁이후의 카톨릭 교회(독어논문)

600 - 2

독일 분단․통일과 언어 이질화 문제

600 - 3

통독이후 구동독지역 문화예술 지원

600 - 4

동․서독 문화분야 통합현황

600 - 5

구 동독 문화분야 재건을 위한 구체적 지원조치

600 - 6

Stasi와 구동독 공산당의 교회정책

600 - 7

교회의 Stasi 청산작업

600 - 8

통독과정에서의 문화분야

600 - 9

내독간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례(구동독 주민 면담록)

600 - 10

통독후 동독주민의 정신적 전환 문제

600 - 11

내독관계에서 동독으로부터 예술품․문화재 반출

600 - 12

내독간 문화교류(Ⅰ)

600 - 13

내독간 문화교류(Ⅱ)

600 - 14

신설주의 문화 및 문화정책
- 독일 바이마르 국립극장을 중심으로 -

600 - 15

신설주의 문화구조 변화

600 - 16

구 동독 지식인의 반체제활동과 문화

600 - 17

구 동독 구교 교회와 Stasi

600 - 18

신교 교회와 구동독 공산당-국가

600 - 19

동․서독의 공동성장 문제

600 - 20

통일독일의 심리적 격차

600 - 21

구 동독 교회의 정치적 영향과 Stasi

600 - 22

<문 화 ․ 종 교 분 야(600)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슬픔이 없는 민족
(구 동독 작가 Rolf Schneider의 지식인으로서 체험)

(번역) 600 - 1

동․서독간 문화교류

(번역) 600 - 2

구 동독의 문화정책

(번역) 600 - 3

동․서독간 문화협정

(번역) 600 - 4

동․서독간 신교통합

(번역) 600 - 5

과거 서독교회의 대 동독지원

(번역) 600 - 6

통일독일의 문화정책

(번역) 600 - 7

제7회 한․독 교회협의회의 공동성명('93.5.2～7, Bad Saarow)

(번역) 600 - 8

동․서독 교회의 통합과 문제점

(번역) 600 - 9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11)
- 문화, 언론, 스포츠 -

(번역) 600 - 10

사. <언 론․통신 분 야(700) : 원문>
자

료

명

분 류 번 호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 발전과정 - 언론매체

700 - 1

서독 공보처의 통독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계획(관계문서)

700 - 2

독일 언론재편(요약번역, 원문)

700 - 3

언론의 지방분권화(논문 요약번역, 원문)

700 - 4

통독후 이전 동독지역 언론현황(독어원문)

700 - 5

통독관련 독일방송 재편현황(요약번역, 독어원문)

700 - 6

통독관련 독일언론 상황보고

700 - 7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제도” 소개 홍보용 책자
(책자개요 번역, 원문책자)

700 - 8

신설 5개주 (이전 동독지역) 방송자문위원회 구성

700 - 9

독일 방송제도 개편

700 - 10

독일 방송제도 연구

700 - 11

구 동독 신문․잡지의 재편

700 - 12

독일통일 전후 언론․방송 홍보정책

700 - 13

동․서독간 방송협력에 관한 합의서

700 - 14

구 동독 국가보위부(Stasi)의 대서방 언론 평가

700 - 15

구 동독지역의 공영방송체계 확립현황

700 - 16

동․서독 통신분야 교류(Ⅱ)

700 - 17

동․서독 통신분야 통합과정 및 현황

700 - 18

동․서독 통신분야 교류(Ⅲ)

700 - 19

동독 이주민들의 ‘서독 TV' 시청

700 - 20

내독간 언론인들의 활동 보장

700 - 21

통독직전 동독주민들의 서독 라디오․TV 시청 현황

700 - 22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내독간 통신교류 관련 구 동독의 법률 목적

700 - 23

통독과정에서 라디오․TV의 역할(영문자료)

700 - 24

1989년 가을 동독 통신사 ADN

700-9505-1

<언 론․통신 분 야(700)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구 동독의 대중매체 정책과 구 서독측으로부터의 영향

(번역) 700 - 1

구 동독인들의 구 서독 라디오․TV 이용 현황

(번역) 700 - 2

동․서독 통신분야 교류(Ⅰ)

(번역) 700 - 3

아. <기

타

분
자

야(800) : 원문>
료

명

분 류 번 호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 발전과정
- 위기로부터의 발전(Ⅰ 및 Ⅱ)

800 - 1

신설연방주 주민을 위한 일상생활정보(120개 문답식 소책자)

800 - 2

독일 통일과정(연대기별 사건중심, 독어원문)

800 - 3

통독후 여론조사 결과

800 - 4

통독후 여론조사 결과('91.5.13, Spiegel)

800 - 5

통독이후 여론조사 결과(Spiegel지 7.22～29자)

800 - 6

연방내무성이 실시한 구 동독지역 문제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800 - 7

통독 1주년 관련 언론보도, 각계반응

800 - 8

통독이후 1년간 각 분야별 통합현황

800 - 9

통합조약(Einigungsvertrag) 본문 및 의정서 영문판

800 - 10

동․서독지역 대학생들의 통독이후 여론조사 결과

800 - 11

통일대비 특별정책 연수 주제강연 내용(요약)

800 - 12

“독일통일 소사전”(Handwoerterbuch der Deutschen Einheit)
: 연방정치교육센타 발행 책자

800 - 13

전독문제연구소 '69～'91 활동보고서

800 - 14

통독이후 여론조사 결과(Der Spiegel지 '92.4.27자)

800 - 15

신설주(구 동독지역)에서의 보수우파(CSU와 DSU) 득표 가능성

800 - 16

전 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 처리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800 - 17

구 동독의 대변혁과 독일통링에 관한 참고도서 소개

800 - 18

독일분단에서 통일까지 연표 및 참고문헌

800 - 19

한민족 통일여성 재독일협의회 주최 통일강연 및 토론회
(내용요약)

800 - 20

연도별 내독관계성 예산(1949～1990)

800 - 21

자

료

명

분 류 번 호

구 동독의 감사제도

800 - 22

통독과정 주간동향('92.7.13～7.19)

800 - 23

통독과정 주간동향

800 - 24

독일통일이 재정감사에 미친 영향

800 - 25

독일 연방감사원 현황

800 - 26

최근 통독관련 여론조사 결과

800 - 27

통독과정 주간동향('92. 7.27～ 8. 2)

800 - 28

통독 2주년 각 분야 통합현황

800 - 29

통독과정 주간동향('92. 9.24～ 9.30)

800 - 30

통독과정 주간동향('92.10. 1～10. 7)

800 - 31

통독과정 주간동향('92.10. 8～10.14)

800 - 32

통독과정 주간동향('92.10.15～10.21)

800 - 33

통독과정 주간동향('92.10.22～10.28)

800 - 34

통독과정 주간동향('92.10.29～11. 4)

800 - 35

통독 2주년을 즈음한 여론조사 결과

800 - 36

통독과정 주간동향('92.11. 5～11.11)

800 - 37

독․한 협회 주최 통일문제 심포지움 결과 보고

800 - 38

서독 내독관계성 주요사업 예산내역

800 - 39

통독과정 주간동향('93. 1. 1～ 1. 6)

800 - 40

통독과정 주간동향('92. 1. 7～ 1.13)

800 - 41

통독이후 여론조사 결과 - '93.1.18자 Der Spiegel지 -

800 - 42

통독과정 주간동향('93. 1.14～ 1.20)

800 - 43

통독과정 주간동향('93. 1.21～ 1.27)

800 - 44

통독과정 주간동향('93. 1.28～ 2. 3)

800 - 45

통독과정 주간동향('93. 2. 4～ 2.10)

800 - 46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과정 주간동향('93. 2.11～ 2.17)

800 - 47

통독과정 주간동향('93. 2.18～ 2.24)

800 - 48

호네커 관련 여론조사 결과

800 - 49

통독과정 주간동향('93. 2.25～ 3. 3)

800 - 50

통독과정 주간동향('93. 3. 4～ 3.10)

800 - 51

통독과정 주간동향('93. 3.11～ 3.18)

800 - 52

통독과정 주간동향('93. 3.19～ 3.26)

800 - 53

통독과정 주간동향('93. 3.27～ 4. 4)

800 - 54

통독과정 주간동향('93. 4. 5～ 4.11)

800 - 55

통독과정 주간동향('93. 4.12～ 4.18)

800 - 56

통독과정 주간동향('93. 4.19～ 4.25)

800 - 57

통독과정 주간동향('93. 4.26～ 5. 2)

800 - 58

통독과정 주간동향('93. 5. 3～ 5. 9)

800 - 59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문제점
- 중부유럽과 동아시아 변혁과정(세미나 결과보고)

800 - 60

통독과정 주간동향('93. 5.10～ 5.16)

800 - 61

통독과정 주간동향('93. 5.17～ 5.23)

800 - 62

통독과정 주간동향('93. 5.24～ 5.30)

800 - 63

통독과정 주간동향('93. 5.31～ 6. 6)

800 - 64

통독과정 주간동향('93. 6. 7～ 6.13)

800 - 65

통독과정 주간동향('93. 6.14～ 6.20)

800 - 66

통독과정 주간동향('93. 6.21～ 6.27)

800 - 67

통독과정 주간동향('93. 6.28～ 7. 4)

800 - 68

통독과정 주간동향('93. 7. 5～ 7.11)

800 - 69

통독과정 주간동향('93. 7.12～ 7.18)

800 - 70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과정 주간동향('93. 7.19～ 7.25)

800 - 71

한반도 통일과정상의 문제점
- 한․독 통일문제 세미나 발표 논문 -

800 - 72

통독과정 주간동향('93. 7.26～ 8. 1)

800 - 73

통독과정 주간동향('93. 8. 2～ 8.15)

800 - 74

통독과정 주간동향('93. 8.16～ 8.29)

800 - 75

통독과정 주간동향('93. 8.30～ 9.12)

800 - 76

통독과정 주간동향('93. 9.13～ 9.19)

800 - 77

통독 3주년 현황과 평가

800 - 78

독일통일 소사전

800 - 79

독일통일과 신설연방주(구동독지역) 재건에 관한 자료집

800 - 80

독일통일과 신설연방주(구동독지역) 재건에 관한 자료집
(정본)

800 - 81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실적 - 제4차 보고서 -

800 - 82

동독주민의 통일에 대한 만족도

800 - 83

독일인들의 불안요인에 관한 여론조사

800 - 84

베를린장벽 개방에서 통일시까지 서독정부의 조치

800 - 85

통독후 100일간 독일정부의 대내외적 조치

800 - 86

신연방주 주민생활 관련 여론조사 분석

800 - 87

독일, 분단에서 통일까지(공보처 발행 책자)

800 - 88

베를린 유권자들의 PDS 지지관련 정치성향 분석(Spiegel, Focus)

800 - 89

베를린장벽 개방 일지

800 - 90

내적 통합을 위한 개념 형성

800 - 91

베를린장벽 개방

800 - 92

동․서독 주민들의 1995년도 전망 여론조사

800-9501- 1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작센-안할트주 Wittenberg시 재건 사례

800-9503- 2

사회주의 도시로부터 자본주의 도시로의 변천과정 분석

800-9504- 3

작센주 Leipzig 재건 사례

800-9504- 4

통독과정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

800-9505- 5

동․서독 지역간 성격 차이와 현대화 문제

800-9505- 6

독일통일과 이산가족 재결합

영문 800-9507- 7

동․서독인들의 심리적 장벽

800-9509- 8

동․서독인들의 가치관 차이에 관한 고찰

800-9510- 9

분단 초기 서독의 독일통일문제 연구개요

800-9510-10

<기 타 분 야(800)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일독일 여론조사 결과(동․서독 독일인을 묶는 것과 가르는 것)

(번역) 800 - 1

통독 1주년 보고서(Ⅰ)

(번역) 800 - 2

통독 1주년 보고서(Ⅱ)

(번역) 800 - 3

슈미트 수상의 동독방문 세부일정

(번역) 800 - 4

호네커 서기장의 서독방문 세부일정

(번역) 800 - 5

최근 구 동․서독지역 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번역) 800 - 6

독일통일 1,000일 보고서 - 구 동독지역 지원현황 -

(번역) 800 - 7

동․서독 주민간 심리적 통합문제(Allensbach 여론조사 결과)

(번역) 800 - 8

바이체커 대통령 통독 3주년 기념사

(번역) 800 - 9

콜 수상 통독 3주년 기념사

(번역) 800 - 10

통독 3주년 관련 언론반응(Ⅰ) - 주요일간지 사설 -

(번역) 800 - 11

통독 3주년 여론조사 결과

(번역) 800 - 12

통독 3주년 관련 언론반응(Ⅱ) - Der Spiegel 지 -

(번역) 800 - 13

｢독일통일과 신설연방주(구동독지역) 재건에 관한 자료집｣목차

(번역) 800 - 14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1) - 독일통일과정 -

(번역) 800 - 15

바이체커 대통령 퇴임 기자회견(독일통일 관련 부분)

(번역) 800 - 16

동독인들의 심경과 PDS 역할에 관한 de Bruyn의 진단

(번역) 800 - 17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독방문 세부일정

(번역) 800 - 18

슈토프 구 동독 수상의 서독방문 세부일정

(번역) 800 - 19

제12대 독일 연방의회의 통독관련 의정활동(Ⅰ)

(번역) 800 - 20

제12대 독일 연방의회의 통독관련 의정활동(Ⅱ)

(번역) 800 - 21

기민당․기사당의 집권후 독일의 내적 통일 달성계획

(번역) 800 - 22

제12대 독일 연방의회의 통독관련 의정활동(Ⅲ)

(번역) 800 - 23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사민당의 집권대비 독일의 내적통일 달성계획

(번역) 800 - 24

헬무트 콜 수상의 기자회견 전문

(번역) 800 - 25

통독 4주년 관련자료(1) - 대통령 연설문, 수상 성명문

(번역) 800 - 26

통독 4주년 관련자료(2) - 콜 수상 FAZ 인터뷰

(번역) 800 - 27

통독 4주년 여론조사 결과(Die Zeit지)

(번역) 800 - 28

제2차 전독 총선결과 분석
- Kohl의 승리와 구 동독지역의 분위기(Die Welt지 기사) -

(번역) 800 - 29

독일통일 4주년 보고서(번역)

(번역) 800 - 30

튀링엔 주의 재건현황

(번역) 800 - 31

구 동독과 북한간의 경제교류

(번역) 800 - 32

동독은 재정난 때문에 국경을 개방했는가? (Die Welt지 기사)

(번역) 800 - 33

Helmut Kohl 수상의 '95년도 신년사

(번역) 800-9501- 1

제4차 신연방주 재건실적 보고서(1)

(번역) 800-9504- 2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등장한 한국(FAZ 기고문)

(번역) 800-9504- 3

제4차 신연방주 재건실적 보고서(2)

(번역) 800-9505- 4

제4차 신연방주 재건실적 보고서(3)

(번역) 800-9505- 5

제4차 신연방주 재건실적 보고서(4)

(번역) 800-9505- 6

제4차 신연방주 재건실적 보고서(5)

(번역) 800-9505- 7

러시아-북한 관련사설 (FAZ, SZ)

(번역) 800-9505- 8

제4차 신연방주 재건실적 보고서(6)

(번역) 800-9505- 9

통일독일의 정체성 관련 분석(1)

(번역) 800-9506-10

통일독일의 정체성 관련 분석(2)

(번역) 800-9506-11

지옥같은 북한 강제수용소(Spiegel지 기사)

(번역) 800-9506-12

독일통일 5주년 관련 동독지역 변화 분석(Spiegel지 기사)

(번역) 800-9509-13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

(요약) 800-9502- 1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

(요약) 800-9502- 2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

(요약) 800-9503- 3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4)

(요약) 800-9503- 4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5)

(요약) 800-9503- 5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6)

(요약) 800-9503- 6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7)

(요약) 800-9503- 7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8)

(요약) 800-9504- 8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9)

(요약) 800-9504- 9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0)

(요약) 800-9504-10

독일통일 개관

(요약) 800-9504-11-1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1)

(요약) 800-9505-11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2)

(요약) 800-9505-12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3)

(요약) 800-9505-13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4)

(요약) 800-9505-14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5)

(요약) 800-9505-15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6)

(요약) 800-9505-16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7)

(요약) 800-9506-17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8)

(요약) 800-9506-18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9)

(요약) 800-9506-19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0)

(요약) 800-9506-20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1)

(요약) 800-9507-21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2)

(요약) 800-9507-22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3)

(요약) 800-9507-23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4)

(요약) 800-9507-2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5)

(요약) 800-9508-25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6)

(요약) 800-9508-26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7)

(요약) 800-9508-27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8)

(요약) 800-9508-28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9)

(요약) 800-9508-29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0)

(요약) 800-9509-30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1)

(요약) 800-9509-31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2)

(요약) 800-9509-32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3)

(요약) 800-9509-33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4)

(요약) 800-9509-34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5)

(요약) 800-9510-35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6)

(요약) 800-9510-36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7)

(요약) 800-9510-37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8)

(요약) 800-9510-38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9)

(요약) 800-9510-39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40)

(요약) 800-9511-40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41)

(요약) 800-9511-41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42)

(요약) 800-9512-42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43)

(요약) 800-9512-43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44)

(요약) 800-9512-44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45)

(요약) 800-9512-45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

(요약) 80-9601- 1

통독관련 여론조사 결과 종합

(요약) 800-9601- 2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

(요약) 800-9601- 3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

(요약) 800-9601- 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4)

(요약) 800-9602- 5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5)

(요약) 800-9602- 6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6)

(요약) 800-9602- 7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7)

(요약) 800-9602- 8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8)

(요약) 800-9602- 9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9)

(요약) 800-9603-10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0)

(요약) 800-9603-11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1)

(요약) 800-9603-12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2)

(요약) 800-9603-13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3)

(요약) 800-9604-14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4)

(요약) 800-9604-15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5)

(요약) 800-9604-16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6)

(요약) 800-9605-17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7)

(요약) 800-9605-18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8)

(요약) 800-9605-19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19)

(요약) 800-9605-20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0)

(요약) 800-9605-21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1)

(요약) 800-9605-22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2)

(요약) 800-9606-23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3)

(요약) 800-9606-24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4)

(요약) 800-9606-25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5)

(요약) 800-9607-26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6)

(요약) 800-9607-27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7)

(요약) 800-9607-28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8)

(요약) 800-9607-29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29)

(요약) 800-9607-30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0)

(요약) 800-9607-31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1)

(요약) 800-9608-32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2)

(요약) 800-9608-33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3)

(요약) 800-9608-34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4)

(요약) 800-9609-35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5)

(요약) 800-9608-36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6)

(요약) 800-9609-37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7)

(요약) 800-9609-38

북한관련 독일언론 주요보도(1)

(요약) 800-9609-39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8)

(요약) 800-9609-40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39)

(요약) 800-9610-41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40)

(요약) 800-9610-42

북한관련 독일언론 주요보도(2)

(요약) 800-9610-43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41)

(요약) 800-9610-44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42)

(요약) 800-9610-45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43)

(요약) 800-9610-46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44)

(요약) 800-9611-47

북한관련 독일언론 주요보도(3)

(요약) 800-9611-48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45)

(요약) 800-9611-49

구동독 불법정권의 사법적 과거청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요약) 800-9611-50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46)

(요약) 800-9612-51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47)

(요약) 800-9612-52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48)

(요약) 800-9612-53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49)

(요약) 800-9612-5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50)

(요약) 800-9612-55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51)

(요약) 800-9612-56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52)

(요약) 800-9701-57

북한관련 독일언론 주요보도(4)

(요약) 800-9701-58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53)

(요약) 800-9701-59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54)

(요약) 800-9702-60

북한관련 독일언론 주요보도(5)

(요약) 800-9702-61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55)

(요약) 800-9702-62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56)

(요약) 800-9703-63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57)

(요약) 800-9704-64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58)

(요약) 800-9705-65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59)

(요약) 800-9705-66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60)

(요약) 800-9706-67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61)

(요약) 800-9707-68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62)

(요약) 800-9708-69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63)

(요약) 800-9708-70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64)

(요약) 800-9709-71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65)

(요약) 800-9710-72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66)

(요약) 800-9710-73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67)

(요약) 800-9710-74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68)

(요약) 800-9711-75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69)

(요약) 800-9711-76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70)

(요약) 800-9711-77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71)

(요약) 800-9801-78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72)

(요약) 800-9801-79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73)

(요약) 800-9802-80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74)

(요약) 800-9802-80A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75)

(요약) 800-9803-81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76)

(요약) 800-9804-82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77)

(요약) 800-9804-83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78)

(요약) 800-9804-84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79)

(요약) 800-9808-85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80)

(요약) 800-9809-86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81)

(요약) 800-9809-87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82)

(요약) 800-9809-88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83)

(요약) 800-9811-89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84)

(요약) 800-9812-90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85)

(요약) 800-9901-91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86)

(요약) 800-9902-92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관련 주요동향(87)

(요약) 800-9903-93

2. 도
번호(분야)

제

서

목

저

자

출판
연도

Freiheit und Wiedervereinigung
1(100)

Jaspers, Karl

1990

Wildenmann,
Rudolf(Hg.)

1991

Jeismann,
Karl-Ernst(Hg.)

1988

Wellie,
Birgit(Hg.)

1991

Weidenfeld,
Werner

1992

Jesse, Eckhard,
Armin(Hg.)

1992

G r a n s o w ,
Volker/Jarausch,
Konrad H.(Hg.)

1991

Vali, Ferenc A.

1967

Blumenwitz,
Dieter/Zieger,
Gottfried

1989

자유와 통일

2(100)

Nation und Demokratie : Politishe-Strukturelle
Gestaltungsproblme in den neuen Deutschland
민족과 민주주의 : 통일독일의 정치구조적 문제

3(100)

Einheit-Freiheit-Selbstbestimmung
Die Deutsche Frage im historisch-politischen
Bewusstsein
통일-자유-자결권, 역사적․정치적
본 독일문제

4(500)

의식으로

Perspektiven fuer die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der Beiden deutschen Staater
통독후 정치교육
Politische Kultur und deutsche Frage

5(100)
정치문화와 독일문제

6(100)

Die Gestaltung der deutschen Einheit :
Geschichte-Politik-Gesellschaft
독일통일 개관 : 역사, 정치, 사회

7(800)

Die deutsche Vereinigung : Dokumente zu
Buergerbewegung, Annaeherung und Beiteritt
독일통일 : 시민운동, 접촉 및 편입에 관한 문서
The Quest for a united united Germany

8(100)
통일을 위한 노력
Die deutsche Frage im Spiegel der Parteien
9(100)
독일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번호(분야)

10(100)

제

목

Die Ostpolitik der SPD : Sieg und Niederlage
einer strategie
사민당의 동방정책 : 전략의 승패

저

자

출판
연도

Uschner,
Manfred

1991

Modrow, Hans

1991

Janson,
Carl-Heinz

1991

Wolf, Herbert

1991

Schabowski,
Guenter

1991

L i e b e r t ,
U l r i k e/ M e r k el ,
Wolfgang

1992

Habermas,
Juergen

1990

Aufbruch und Ende(독어)
11(800)
시작과 종말

12(300)

Totengraeber der DDR, Wie Guenter Mittag
den SED-Staat ruinierte
동독을 멸망시킨 자, 귄터 미타크(경제담당 정치
국원)가 어떻게 동독을 멸망시켰는가?
Hatte die DDR je eine Chance?

13(300)
동독경제는 회생 가능성이 있었는가?
Der Absturz
14(800)
실각
Die Politik zur deutschen Einheit
15(100)
독일통일을 위한 정치
Die nachholende Revolution
16(100)
만회하기 위한 혁명

한 역사적 실험의 종말

Reissig,
Rolf/Glaessner,
Gert-Joachim

Wortmeldung zu einer Revolution
Zasammenbruch der Kommunistischen
Herrschaft Ostdeutschland

Lasky, J. Melvin

1991

Osmond, Jonathan

1992

Das Ende eines Experiments
17(100)

18(100)

혁명에 대한 제언, 동독 공산지배체제 붕괴

19(100)

German Reunification : A Reference Guide
And Commentary
독일통일

번호(분야)

20(100)

제

목

Die DDR auf dem Weg zur deutschen Einheit,
Probleme Perspektiven offene Fragen
독일통일 과정의 동독, 문제점 및 전망

21(800)

22(100)

Willy Brandt, Roden zu Deutschland
"Was zusammengehoert"
빌리브란트의 독일에 대한 연설 “.. 공동으로
속하는 것”
Der Vertrag-Wie ich ueber die deutsche
Einheit verhandelte
독일통일조약
Deutschland, einig Vaterland

23(100)
독일, 통일된 조국?

24(800)

Deutsche Wahrheiten, Die nationale und die
soziale Frage

저

자

제23차 동독연구
학술회의 결과
보고서

출판
연도

1990

Willy Brandt

Schaeuble,
Wolfgang

1992

A u g s t e i n ,
Rudolf/Grass,
Guenter

1990

Lafontaine, Oskar

1992

독일의 진실, 민족적․사회적 문제
Die sieben Mythen der Wiedervereiningung
25(100)
통일의 7가지 신화
Einigungsvertrag und Wahlvertrag
26(100)
통일조약, 선거협약

27(100)

Germany at the Crossroads : Foreign and
Domestic Policy Issues
기로에 선 독일의 대내외정책
Der deutsche Weg

28(800)
독일이 선택한 길

29(100)

Deutsch Vereinigung : Probleme der
Integration und der Identifikation
독일통일 : 통합과 동질화 문제

G r o s s e r ,
Dieter/Bierling,
Stephan Kurz,
Friedrich
S t e r n ,
K l a u s/ S c hm i dt
-Bleibtreu, Bruno

1990

Mattox, Gale A.
/Shingleton, A.
Bradley

1992

Weidenfeld,
Werner

1990

Muszynski,
Bernhard(Hg.)

1991

번호(분야)

제

목

Experiment Vereinigung
30(400)
통일, 대실험

31(800)

Die Reformen in Polen und die revolutionaere
Erneuerungen in der DDR
폴란드 개혁과 동독의 혁명적인 변화
Probleme system vergleichender Betrachtung

32(100)
체제 비교의 제 문제

33(600)

Die Legitimitaet der Freiheit : Politisch
allternative Gruppen in der DDR unter dem
Dach der Kirche

저

자

출판
연도

Giesen, Bernd/
Leggewie,
Claus(Hg.)

1991

Mampel, Siegfried
/Uschakow,
Alexander

1990

Gutmann, Gernot
/Mampel, Siegfried

1986

Pollack, Detlef
(Hg.)

1990

내독관계성

1985

내독관계성

1985

자유의 정당성 : 교회속의 정치대안 집단
DDR Handbuch Band Ⅰ A-L
34(300)
동독 소사전(Ⅰ)
DDR Handbuch Band Ⅱ M-Z
35(800)
동독 소사전(Ⅱ)
DDR Grundriss der Geschichte 1945～1990
36(800)

Hermann, Weber
동독의 역사(체제) 개관(1945～1990)
Korruption und Amtsmissbrauch in der DDR

37(300)

Klemm, Volker
동독체제의 부정과 부패

38(100)

Das Politische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ach der Vereinigung
통일독일의 정치제도

39(100)

Die "befreundeten parteien" der SED
DDR-Blockparteien Heute
동독공산당(SED)의 제휴 정당

von Beyme,
Klaus

Lapp, Joachim
Peter

1991

번호(분야)

제

목

저

자

출판
연도

Wir brauchen einen dritten Weg
40(100)

Gysi, Gregor

1990

Thaysen, Uwe

1990

Rein, Gerhard

1989

우리는 제3의 길을 필요로 한다
Der Runde Tisch, oder : Wo blieb das Volk?
41(100)
(동독) 원탁회의,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Die Opposition in der DDR
42(800)
동독의 체제 반대자

43(100)

Worte oeffnen Faeuste, Die Rueckkehr in ein
Schwieriges Vaterland
어려운 조국으로의 귀환

Schorlemmer,
Friedrich

Gesamtdeutsches Parlament
44(100)

Suessmuth, Rita

1991

Kaiser, Karl

1991

Wagenlehner,
Guenther

1988

Steinibger, Rolf

1990

Pittman, Avril

1992

Fritsch-Bournazel,
Renata

1992

통독 국회

45(100)

Deutschlands Vereinigung : Die intermationalen
Aspeckte
독일통일의 국제적 측면

46(100)

Die deutsche Frage und die internationale
Sicherheit
독일문제와 국제안보

47(100)

The German Question : The Stalin Note of
1952 and the Problem of Reunification
독일문제 : 1952 스탈린 노트와 통일문제

48(100)

From Ostpolitik to reunification : West GermanSoviet political relations since 1974
동방정책에서 통일까지 : 1974 이후 서독-소련
관계
Europe and German Unitication

49(100)
독일통일과 유럽

번호(분야)

제

목

German Unification in European Perspective
50(100)
유럽속의 독일통일

51(100)

Zwei-Plus-Vier-Vertrag
Partnerschaftsvertraege EG-Massnahmen Paket
“ 2+4 ” 조약(텍스트)

저

자

출판
연도

Heisenberg,
Wolfgang(Hg.)
Stern, Klaus/
Schmidt-Bleibtreu,
Bruno

1991

Teltschik, Horst

1991

Albrecht, Ulrich

1992

Friedrich,
Wolfgang-Uwe
(Hg.)

1991

H a c k e r ,
Jens/Mamper,
Siegfried

1988

Mohnhaupt,
Heinz

1991

Brachmann,
Ronald/Kirchhof
Paul/Klein, Eckart

1991

Guggenberger,
Bernd/Stein,
Tine

1991

329 Tage
52(800)
329일
Die Abwicklung der DDR
53(100)
동독의 청산
54(100)

Die USA und die Deutsche Frage
미국과 독일문제 (1945～1990)
Europaeische Integration und deutsche Frage

55(100)
유럽통합과 독일문제
56(100)

Rechtsgeschichte in den beiden deutschen Stasten
양 독일 국가의 법 역사

57(100)

Die Wiedervereinigung und damit
zusammenhaengende Rechtsprobleme
통일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

58(100)

Die Verfassungsdiskussion in Jahr der
deutschen Einheit
독일통일의 해에 헌법 논쟁
Deutsch-Deutsches Rechtswoerterbuch

59(100)
독․독 법률용어 사전

60(300)

Staatsvertrag zur Waehrungs-, Wirtschaftsund Sotialunion
화폐․경제․사회 통합 조약(텍스트)

Dr. Koebler,
Gerhard/Dr.
pohl, Heldrun
Stern, Klaus/
Schmidt-Bleitrey,
Bruno

1990

번호(분야)

61(100)

제

목

Eine Verfassung fuer Deutschland Manifesf
Text Plaedoyers
독일을 위한 새로운 헌법

62(300)

Das Schalck-Imperium Lebt Deutschland
wird gekauft
샬크 제국은 아직도 건재하다
Das Ministerium fuer Staatssicherheit

63(100)
동독 국가보위부

64(100)

Das unheimliche Erbe : Die Spionageabteilung
der Stasi
경악스런 유산 - Stasi 대외정찰총국
Stasi intern, Macht und Banalitaet

65(100)
동독 국가보위부 내부 해부
Markus Wolf : "Ich bin kein Spion"
66(800)
마르크스 볼프, “나는 스파이가 아니다”

저

자

출판
연도

Guggenberger,
Bernd

1991

Koch,
Peter-Ferdinand

1992

Gill,
Darid/Schroeter
Ulrich

1991

Selitrenny,
Rita/Weichert,
Thilo

1991

Buergekomitte
Leipzig

1992

Dr. Runge,
Irene/Stelbrink,
Uwe

1990

Die Stasi-Akten, das unheimliche Erbe der DDr
67(100)

Gauck, Joachim
스타시 문서
Vergangenheit als Zukunft

68(800)

Habermas, Juergen
미래로서의 과거

69(100)

Stunden Null? Vergangenheitsbewaeltigug in
Deutschland 1945～1989

Hoffmann, Christa

새로운 시작? 독일 과거청산(1945～1989)

70(100)

Der Nasenring, Die Vergangenheits bewaeltigung
vor und nach dem Fall der Mauer(독어)
코걸이 : 장벽 붕괴를 전후한 과거청산

Mohler, Armin

1990

번호(분야)

제

목

Der Salzgitter Report
71(800)
잘스 기터 보고서
Opfer der Mauer
72(800)
장벽의 희생자들

73(100)

Freikauf, Die Geschaefte der DDR mit
Politisch Verfolgten 1963～1989

저

자

출판
연도

Sauer, Heiner/
Plumeyer,
Hans-Otto

1991

Filmer,
Werner/Schwan
Heribert

1991

Rehlinger, Ludwig

1991

Prof. Dr. de
G r o o t ,
Gerard-Rene

1989

Ritter, Gerhard

1986

Hamel, Hannelore

1989

Gutmann, Gernot

1987

Jens, Uwe(Hg.)

1991

W e s t p h a l ,
Andreas/Herr,
Hansjoerg(Hg.)

1991

Vogel-Claussen,
Wolfgang

1991

정치범 석방 거래
Staatsangehoerigkeitsrecht im Wandel
74(100)
국적법의 변천

75(800)

76(300)

Angst als Mittel der Politik in der Ost-West
-Auseinandersetzung
동․서 갈등상황 하에서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의 공포심
Soziale marktwirtschaft - sozialistische
Planwirtschaft
사회적 시장경제 -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77(300)

Methoden und Kriterien des Vergleichs von
Wirtschaftssystemen
경제체제 비교의 방법론과 기준

78(300)

Der Umbau : von der Kommandowirtschaft
zur Oko-sozialen Marktwirtschaft
통제경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로의 재건

79(300)

Wirtschaftspolitische Konsequenzen der
deutschen Vereinigung
독일통일의 정치․경제적 결과

80(300)

Wirtschafts-und Rechtspraxis Neue
Bundeslaender
신설주에서 경제활동을 위한 법질서 해설

번호(분야)

81(300)

제

목

Auf dem Weg zer Realisierung der einheit
Deutshland
독일통일 실현 과정

82(800)

Das WAgnis der Einheit : Eine wirtschafts
-Politische Therapie

저

자

Fischer, Alexander
/Haendcke-Hoppe
-Arndt

출판
연도

1991

Siebert, Horst

통일에 따른 모험 : 정치경제적 진단

83(300)

Von der Planwirtschaft zur Marktwirtschaft
-Chancen und risiken fuer Ost und West

Ifo 경제연구소

1990

Molitor, Bernard

1991

Ludwig-ErhardStiftung

1992

Melitz, Jacques

1991

Mittag, Guenter

1991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 기회와 위험요소-

84(300)

Der Ubergang von einer Zentralistischen
Planwirtschaft zur Sozialen Marktwirtschaft
중앙계획경제에서 사회적시장경제로의 전환
Vom Zentralplan zur Sozialen Marktwirtschaft

85(300)
중앙계획경제에서 사회적시장경제로

86(300)

German Reunification and Exchange Rate
poilcy in the EMS
독일통일과 유럽통화체계속의 환율정책
Um jeden Preis

87(300)
어떤 대가를 치루고서라도

88(300)

Wirtschaftsreformen im Ostblock in den 80er
Jahren
‘80년대 동구권의 경제개혁
Kolonie im eigenen Land

89(300)
자기나라 안에서 식민지
Treuhand-unternehmen im Umbruch
90(300)
변혁기의 신탁청 관리기업

Schlueter, Rolf
(Hg.)
C h r i s t ,
Pete/N eubauer,
Ralf

1991

Prof. Dr.
Hommelhoff,
Peter

1991

번호(분야)

91(400)

제

목

Strassenverkehrsrecht der DDR strassenverkehrsOrdnung, Strassenurtehrs-Zulassungs-Ordnung
sowie wieitere verkehersrechtlibe Bestimmungen

저

자

출판
연도

C.H. Beck

1990

Holz-Rau, H.
-Christian/Kutter,
Eckhard(Hg.)

1991

동독의 도로교통법(텍스트)

92(400)

Verkehrsverhalten in der DDR und BRD :
Erhebungsmethoden und Ergebnisse
동․서독의 교통행위 : 조사방법과 결과
Wohnen und Stadtpolitik im Umbruch

93(300)
변혁기의 주택․도시 정책

94(300)

Wissenschaft und Forschung im geteilten
Deutschland
분단독일의 과학․기술 연구
Auf dem Weg zur Einheit

95(300)

통독과정, 경제․정치․노조․ 분야에서 통독
과정
Gesamtstaatliche Finanzpolitik in der Bewaehrung

96(300)
시험대에 오른 재정정책 : 통일비용을 중심으로

Marcuse, Peter/
Staufenbiel, Fred

Gutmann, Gernot/
Mamperl Siegfried

1988

Hemmer, Hans/
Hegger, Stephan
Schlesinger,
Helmut/Weber,
Manfred/Ziebrarth
Gerhard

1991

Der Preis der Einheit
97(300)

Kuby, Erich
통일비용

98(300)

D-Mark-Bilanz Gesetz, Gesetztext
Kommentierung, Gestaltungshinweise
DM 대차대조표 법(텍스트)

99(300)

Entwicklung und Perspektiven des
Versicherungswesens in der DDR

Deutsche Treuhand
Gruppe

1990

Dr. Bach, Peter

1990

Hetmeier, Heinz

1990

동독의 보험체계 개편 전망

100(300)

Grundlagen der Privaterbfolg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DDR
동․서독의 상속 문제

번호(분야)

101(300)

제

목

Vom innerdeutschen Handel zur deutschdeutschen Wirtschafts- und Waehrungsgemeinschaft
내독무역에서 화폐․경제통합으로
Westhandel der DDR

102(300)
동독의 서방국가와 무역

103(300)

Konsumgueterversorgung in der DDR und
Wechsel wirkungen zum innerdeutschen Handel
동독의 소비재 공급과 내독무역의 상관관계
Arbeitspolitik im Staatssozialismus zwei
Varianten : DDR und Ungarn

104(300)

국가시사회주의 체제의 노동정책, 동독과 헝가
리 예

저

자

출판
연도

Maier, Harry/
Maier Siegfried

1990

Ploetz,
Peter/Bolz, Klaus

1990

DIW 연구소
(Cornelson,
Doris/Koch,
Andreas)

1989

D e p p e ,
Rainer/Hoss,
Dietrich

1989

Grill, Ulrich

1989

GAtzmaga,
Ditmar/Voss,

1991

Der Freie Deutsche Gewerkschaftsbund(FDGB)
105(300)
동독노총
Aufstehen aus Ruinen
106(300)
폐허로부터 재기, 통독이후 구 동독 노조의 재건

107(400)

Empirische Sozialforschung im Vereinten
Deutschland
통일독일의 경험적 사회실태 연구

Thomas

J a u f m a n n ,
Dieter/Kistler,
Ernst(Hg.)

1992

Laatz, Horst

1990

Niethammer,
Lutz

1991

A l b r e c h t ,
Jannete/Buechner,
Mattias(Hg.)

1991

Klassenstruktur und soziales Verhalten
108(400)
계급구조와 사회적인 행동
Doe volkseigene Erfahrung
109(400)
인민 공유 생활의 경험
Stattbuch Ost
110(400)
동독인들의 생활

번호(분야)

제

목

저

자

출판
연도

통일독일의 사회복지정책 Ⅰ
111(400)

Kleinhenz, Gerhard

1991

Diel, Udo/Ewert,
Marion/Gassner,
Be궁

1991

Voigt, Dieter

1989

Sachverstaendigerrat
fuer die Konzertierte
Aktion im
Gesundheitswesen

1991

Sozialpolitik im vereinten Deutschland Ⅰ

112(400)

Sozialeversicherungsrecht in den neuen
Bundeslaendern
신설주의 사회보험법

113(400)

Qualifikationsprozesse und Arbeitssitnation
von Frauen in der BRD und in der DDR
동․서독 여성들의 노동조건, 자격획득

114(400)

Das Gesundheitswesen im vereinten
Deutschland
통일독일의 보건, 의료

115(400)

Das Gesundheitswesen der DDR, Aufbruch
Oder Einbruch?
Thiele, Wilhelm(Hg.)
동독 보건․의료체계 전환

1990

116(400)

Umweltschutz in beiden Teilen Deutschlands Haendcke-Hoppe,
Maria/Merkel,
분단독일의 환경문제
Konrad

1985

Umweltreport DDR
117(400)
동독의 환경실태

Petschow Ulrich/
eyerhoff Juergenr/
Thomasberger Claus

1990

Brenske, Peter

1991

Bauarbeiter aus der DDR
118(400)
동독출신 이주민 중 노동자(특히 건축분야) 실태

119(500)

Bildungspolitische
und
Paedagogische
Probleme der Schulentwicklung der BRD
und DDR
Baske, Siegfried

1984

동․서독 학교제도의 교육정책적, 교육학적
제 문제
Kleines Schullexikon
120(500)
학교 소사전

Maehler, Bettina/
Schroeder, Stefan

1991

번호(분야)

제

목

Kultur in geteilten Deutschland
121(600)
분단독일의 문화

저

출판
연도

자

Lieser-Triebnigg
/Mamper, Siegfried

1983

Rein, Gerhard

1990

Die Protestantische Revolution(1987～1990)
122(600)
신교에 의한 혁명
Der Gefuehlsstau, Ein Psychogramm der DDR
123(400)

Hans-Joachim Maaz
감정의 정체 - 동독주민들의 심리상태 -

Publizistischer und Jounalistischer Wandel
124(700) in der DDR
Kutscy, Arnuef(Hg.)

1990

통독을 즈음한 동독 언론․출판의 변혁
DDR zwischen Wende und Wahl
Meinungsforscher analysieren den Umbruch Foerste, Pete/Roski
125(400)
Guenter
대변혁과 선거사이의 동독
Zwischen Angst und Aufbruch, Das Lebensgefuehl
der Deutschen in Ost und West nach der
126(400) Wiedervereinigung

B e c k e
Ulrich/Becker,
통독이후 동․서독지역 독일인들의 감정: 공 Horst
포와 새출발

r

1990

,
1992

Der Weg deutschen Einheit
127(800)

Steinberg, Rolf

1990

Gaus, Guenter

1990

Gaus, Guenter

1991

Andert, Reinhold/
Herzberg, Wolfgang

1991

독일통일과정

128(800)

Deutsche Zwischentoene - Gespraechsportraets
aus der DDR
구 동독 출신 주요인사와 대담
Portraets in Fragen und Antwort

129(800)
구 동독 출신 주요인사와 대담
Der Sturz, Honecker im Kreuzverhoer
130(800)
실 각

번호(분야)

제

목

40 Jahre innerdeutsche Beziehungen
131(800)
40년간의 내독관계
Minderheiten in und Ubersiedler aus der DDR
132(400)
동독으로부터 이주민, 동독내의 소수계층

133(300)

134(100)

Lizenzvertraege im intersystemaren
Technologietransfer nach dem Recht der DDR
동독법에 따른 체제간 라이센스계약 체결과
기술이전
Fuenf Jahre Grundvertrags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저

자

출판
연도

Haendcke-Hoppe
Maria/Lieser-Triebny, 1990
Erika
Voigt, Dieter/Mertens,
Lothar(Hg.)

1992

Steinle, Hermann

1991

Zieger, Gottfried

1979

연방헌법재판소의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판결 이후 5년
Rechtsberatung fuer DDR - uebersiedler
135(100)

Below, Hans Juergen 1903
동독 이주민에 대한 법률 자문

Aussenwirtschaft der DDR und innerdeutsche
Gutmann, Gernot/
136(300) Wirtschaftsbeziehungen
Zieger, Gottfried
동독의 대외무역과 내독경제 관계
Realsozialismus und Karl Marx
Die Stalinismus - Legende
137(400)
현실 사회주의와 카알 막스
스탈린주의 - 신화

Lutz Gentsch

1992

Schröder, Richard

1993

Deutschland Schwierig Vaterland
138(800)
어려운 조국 독일
Unsere Erbschaft
Was war die DDR - was bleibt von ihr?
139(800)
Peter Bender
우리의 유산
동독의 실상 그리고 남은 것은?
Ende und Aufbruch - Von der DDR zur
neu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140(100)
Walter Süß
종말과 절단 - 동독으로부터 새로운 독일연
방공화국으로

1992

1992

번호(분야)
141(100)

제

목

Souveränität für Deutschland
독일의 주권

저

출판
연도

자

B r a n d
Christoph-Mattias

,

In Europa's Name : Germany and the divider
Timothy Garton
Continent
142(100)
Ash
유럽의 이름으로 : 둑일의 분단과 대륙

1993

1993

Schlaglichter der deutschen Geschichte
143(800)

Helmut M. Mueller

1990

Steffens, Mechthild

1989

Gießmann, HansJoachim

1992

독일역사의 조명

144(100)

Der Beitritt der DDR zu multilateralen
Verträgen
동독의 다국적 조약 가입

Das unliebsame Erbe :
145(200) Die Auflösung der Militärstruktur der DDR
괴로운 유산. 동독 군사구조의 해체

146(200)

147(300)

Ein Staat - Eine Armee :
Von der NVA zur Bundeswehr

Dieter Farwick
하나의 국가 - 하나의 군대 : 동독 인민군으로 (Hrsg.)
부터 독일 연방군으로

Ost-West Joint-Ventures :
Ziele und betriebswirtschaftliche Probleme

1992

Andreas Fröhlich

1991

Sachverständigenrat

1990

Die wirtschaftliche Integration in Deutschland
149(300) Perspektiven - Wege - Risiken
Sachverständigenrat
독일의 경제통합 : 전망-과정-위험성

1991

동서 조인트 벤처 : 그 목표와 경영경제학적
제 문제

Auf dem Weg zur wirtschaftlichen Einheit
148(300) Deutschlands
독일의 경제통합으로 향하는 제 과정

150(300)

Für Wachstumsorientierung gegen lähmenden Verteilungsstreit
성장 중심 - 고답적 분배 논쟁에 반대하면서

Sachverständigenrat

1992

번호(분야)

제

목

Sozialer Umbruch in Ostdeutschland
151(400)
동독지역의 사회적 변화

저

자

출판
연도

Geißler, Rainer
(Hrsg.)

1993

Ralf Vollbrecht

1993

Manfred Wilke/
Hans-Peter Müller

1991

Weidenfeld, Werner
(Hrsg.)

1993

Thomas Enders

1990

Dietrich Murswi,
Jürgen Schwarz,
Wolfgang Seiffert,
Alexander Uschakow

1992

Timothy Garton Ash

1993

Dieter Haack u.a.
(Hrsg.)

1989

Ost-West-deutsche Widersprüche
152(500)
동서독인들의 모순성

153(400)

Zwischen Soliderität und Eigennutz
Die Gewerkschaften des DGB im deutschen
연대의식과 자체 활용. 동․서독 노조의 통합과정
Deutschland. Eine Nation-doppelte Geschichte

154(800)
한 민족국가로서 두 개의 역사가 있는 독일
155(100)

Schluessel zum Frieden
평화를 위한 열쇠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Aspekte innen außen, und wirtschafts
156(300) politischer Beziehungen und Bindungen
독일통일: 내적, 외적,경제정책적 관계와
구속력 에 관한 고찰

157(100)

Im Namen Europas Deutschland und der
geteilte Kontinent
유럽이라는 이름으로, 독일과 분단된 유럽
Das Wiedervereinigungsgebot des Grundgesetzes

158(100)
기본법상의 통일 명제
Vergangenheitsbewältigung durch Recht
159(100)
법률을 통한 과거 청산

160(100)

Die Verfassungsänderungen
im Einigungsvertrag
통일조약에 따른 헌법 개정

Ulrich Ballis, Günther
1992
Jakobs, Eckhard Jesse

Mattias Herdegen

1991

번호(분야)
161(300)

제

목

Aufschwung Ost Märchen oder Modell
구 동독지역 경기 부양 - 동화 또는 모델

저

자

Hennig Krumrey

Der schwierige Weg in die offene Gesellschaft
Kritische anmerkungen zur deutschen
162(800) Vereinigung
Karl Schiller
개방사회로 향하는 어려운 길 - 독일통일에
대한 비판적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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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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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00) Herausforder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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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00) Dei deutsche Währungsunion
Manfred Schell
독일과 세계를 변하게 만든 날들-장벽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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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vereinte Deutschland
169(300)
통일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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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 Pi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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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청의 내부

번호(분야)

제

목

Treuhandanstalt : Das Unmögliche
171(300) wagen; Forschungsberichte

저

자

출판
연도

Wolfram Fischer
(Hrsg.)

1993

Rainer Geißler

1992

Wolfgang Bernet/
Helmut Lecheler

1990

Manfred Hättich
(Hrsg.)

1992

Adolf H.Noll, Lutz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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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st Dähm(Hrsg.)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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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변해야 된다
Weil das Land Versöhnung braucht
178(800)
국가는 화해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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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투엘(최근 소식) ‘93
Geteilte Freude

185(800)

Wolfgang Herles

1992

Phillip J. Bryson
& Manfred
Melzer

1991

Edwina Moreton

1987

Henry Ashby
Turnerr.

1992

Russell J. Dalton

1989

Hans Graf Huyn

1989

나뉘어진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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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between East &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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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 Gorbatschow

1993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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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helm Han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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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연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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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다 : ‘89년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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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ddled Cow: East Germany' Life
& Legacy
안장을 얹은 암소 : 동독의 생활과 유산

205(800)

Stastistisches Jahrbuch 1993 fuer 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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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위한 93년도 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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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동독이었다.
Handbuch zur deutsch-deutschen Wirklichkeit

214(400)

1993
독일-독일 현실에 대한 편람
Ideology after the fall of Communism

215(100)

Peter Collins

1992

Anne Deighton

1990

Gerlinde S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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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ssibl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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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Unification of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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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제적 통일
Zapfenstreich von der NVA zur Bundesw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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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00)

Das vereinte Deutschland aus
internationaler Sicht
국제적 시각에서 본 독일의 통일
Das Deutsche Wagnis

220(800)
독일의 모험
Treuhandreport
221(300)
신탁관리보고
Umweltkonflikte im Sozialis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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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에서의 환경문제 갈등
Abenteur Ein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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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라는 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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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haed Bes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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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aus Kl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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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ga Hafte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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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dungsplanung in den neuen Bundesla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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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방주에서의 교육정책
Die Aussenpolitik der BRD
226(100)
서독의 외교정책
Auf dem Weg zu einer Westeuropaeischen
227(100) Sicherheit-politik
Reimund seidelmann
서부유럽의 안보정책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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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e der Einheit(Oekonomische und
Rechtliche Konsequenzen)
228(300)
Dirk Ip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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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연적인 결과)

1992

Der Standort der Deut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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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Rudolf Korte

1990

Helga Gotsch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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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kar Niederm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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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ter Ja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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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mann M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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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s Jugendinst.

1992

독일인의 현 위치
Junge Leute im Konflikt
230(600)
동독에서 떠나기

231(100)

Stand & Perspektiven der Parteienforschung
in Deutschland
독일정당연구의 상황과 전망
Jugend & Sport in den neuen Bundeslaendern

232(500)
신연방주의 청소년과 스포츠
Massenmedien in der BRD
233(700)
독일의 대중매체
Schueler an der Schwelle zur deutschen Einheit
234(500)
통일의 문턱에서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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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의 전환, 혹은 전환의 대중매체

236(500)

Bedingungen und Aufgaben bei der
Umgestaltung des Berufsbildungssystems
in den neuen Bundeslaendern
신연방주에서 직업교육체계를 변화시키기 위
한 전제조건과 과제들
Germany devided

237(800)
분단독일
German Unification : Process & Outcome
238(100)
독일의 통일 : 과정과 결과

239(800)

Die Vollendung der Einheit Deutschland
als fortbestehende Aufgabe
지속적인 과제로서의 독일통일의 완성
The United States of Europe

240(800)
유럽연합국
Germany : The Tide of Power
241(100)
독일 : 힘의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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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Thatcher

1993

Dieter Kam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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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itris Th. Tsat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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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ppertaler Kreis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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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미트 57회생일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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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ulf B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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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a Markov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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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닝가에서의 시간들
Wer uns kennenlernt, gewinnt uns li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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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사귀는 자는 우리를 사랑하게 된다.

246(100)

Parteien und politische Bewegungen
im letzten Jahr der DDR
동독 마지막 해의 정당과 정치적 움직임들

Auf dem Weg zu einem gesamtdeutschen
247(100) Parteienrecht
전체독일 정당법으로 가는 도중에서
Fuehrungsverstaendnis in Ost und West
248(800)
동․서 지도층에 대한 상
Denken & Handeln in globaler Verantwortung
249(100)
전체적인 책임을 지닌 생각과 행동
Machtwechsel : Die Aera Brandt-Scheel
2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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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0) der DDR-Just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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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ias Greffrath und Konrad 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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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e We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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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mut Schmi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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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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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00)

Die Vereinigung war vorausseh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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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00) Deutschen Ein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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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00)
날카로운 모퉁이를 가진 원탁
Einheitfrust
259(800)
통일의 좌절감
Freiheit die ich meine
260(100)
내가 의미하는 자유
Ein Staat vor Gericht : Der Honeckerprozess
261(100)
법정에 선 국가 : 호네커 재판
Der Jahr der Entscheidung
262(100)
결정의 해
Honecker-Gorbatschow Vieraugegespraeche
263(100)
호네커-고르바초프 비밀회담
Stalins ungeliebtes Kind : Warum Moskau
die DDR nicht wollte
264(100)

스탈린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이 : 왜 모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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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00)
통일에서 화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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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00)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다 혹은 동독은 누구 Daniel Dahn
에게 속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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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entzauberung des Politischen
26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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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것에서 매력을 빼앗음
Die kurze Zeit der Uto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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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gfried Prok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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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세계의 짧은 시간
Die neuen Bundeslaender
2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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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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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oll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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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st Fried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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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fried Gebhar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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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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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eitslosigkeit : ein Dauerproblem im
vereinten Deutschland?
실업 : 통일된 독일의 지속적인 문제 ?

273(600)

Zwei Doerfer in Deutschland : Mentalitaetsunterschiede nach der Wiedervereinigung
독일의 두 마을 : 통일후에 나타나는 심성의 차이

274(300)

Haushalt & Familie in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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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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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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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gang Schae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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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ergen Pol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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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mar Witt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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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fred Kl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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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hard Nau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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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 Aufbau des Mittelstandes in den neuen
Bundeslaendern
신연방주에서 중산층을 세우기 위해

288(100)

Verfassungsentwicklung in 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통일후의 독일의 헌법발전
Momente des Umbruchs

289(400)
대개혁의 순간들

290(300)

Der industrielle Strukturwandel in den neu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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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방주에서의 산업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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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deutschland
동독의 청소년과 극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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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tschaft im Systemsc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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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ein fuer Sozialpoli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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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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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politische Handlungsrahmen der
Treuhandanstalt
신탁관리회사의 정치적 행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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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kommerzielle Technologietransfer in
die neuen Bundeslaender
신연방주로 상업적인 기술을 이전하려면
Schule im Vereinigungsprozess

299(500)
통일과정에서의 학교

300(300)

Der bundesstaatliche Finanzausgleich im
Rahmen der deutschen Einheit
독일통일의 틀안에서 연방국가의 재정조정
Mit feinem Gehoer

301(800)
예민하게 귀 기울이며
Revolutionszeiten
302(100)
혁명기간
Finanzierungsprobleme der deutschen EinheitⅠ
303(300)
독일 통일의 비용문제 Ⅰ
Finanzierungsprobleme der deutschen EinheitⅡ
304(300)
독일 통일의 비용문제 Ⅱ

번호(분야)

제

목

자

출판
연도

Horst Siebert

1994

Stastistische Bundesamt

1994

Bernd Alsmeier

1994

Hartmut Zwahr

1993

Daniel S. Hamilton

1994

Andreas Fischer

1992

연방정치교육센터

1990

Wolfgang Weist

1993

Uwe Markus

1993

Rainer Eppelmann

1993

저

Geht den Deutschen die Arbeit aus?
305(300)
독일인들에게 일자리는 없어지는가?
Stastistisches Jahrbuch 1994
306(300)
통계연감 1994
Wegbereiter der Wende : Die Rolle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r Ausgangsphase der DDR
307(600)
전환기의 선구자 : 동독 마지막 시기의 기독교회의
역할

308(100)

Ende einer selbstzerstoerung : Leipzig und
Revolution in der DDR
자기파괴의 끝 : 라이프찌히와 동독의 혁명
Beyond Bonn

309(100)
본 저편에
Das Bildungssystem der DDR
310(500)
동독의 교육체계
Die Wende in der DDR
311(800)
동독에서의 전환
Arbeitslosen-Report Ost 1993
312(300)
실업자보고 동독 1993
Deutschland einig Vaterland?
313(400)
독일. 하나의 조국
Fremd im eigenen Haus
314(800)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으로

번호(분야)

제

목

저

자

출판
연도

Massenmedien in der BRD
315(700)

Hermann Meyn

1992

DIW

1992

DIW

1992

DIW

1992

DIW

1992

DIW

1992

DIW

1991

DIW

1992

독일연방공화국의 대중매체

316(800)

Strukturwandel im prozess der deutschen
Vereinigung
독일통일과정에서의 구조변화

317(300)

Nieveau und Struktur der verfuegbaren Einkommen und des privaten Verbrauchs in den
neuen Bundeslaendern
신연방주에서 사용가능한 수입과 개인적 소비의
수준과 구조

318(300)

Produktion & Produktionsfaktoren fuer Ostdeutschland
동독의 생산과 생산요소

319(300)

Oekologieshe Sanierung & wirtschaftlicher
Strukturwandel in den neuen Bundeslaendern
신연방주의 생태학적 재개발과 경제의 구조변화

320(300)

Produktivitaet & Wettbewerbsfaehigkeit
der Wirtschaft der DDR
동독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
Bauwirtschaft im Gebiet der ehemaligen DDR

321(300)
구동독에서의 건축업

322(300)

Unternehmerische Standortwahl und Investitionshemmnisse in den neuen Bundeslaendern
신연방주에서의 기업소재지 선택과 투자장애

번호(분야)

제

목

Kaltstart : Volkswirtschaftliche Aspekte
323(300) der deutschen Vereinigung

자

출판
연도

Gerlinde Sinn

1991

Werner Schulz

1992

Juergen Bellers

1992

Heinrich Bortfeldt

1992

저

저온시동 : 독일통일의 국민경제적 관점
Entwickeln statt Abwickeln
324(300)
청산대신에 개발
INNEN & AUSSEN in der deutschen Geschichte
325(800)
독일 역사의 안과 밖
Von der SED zur PDS
326(100)
독일사회통일당에서 민주사회당으로
Der Schwierige Weg zur Demokratie
327(100)

Gert-Joachim Glaessner 1992
민주화로 가는 어려운 길
Osteuropa auf dem Weg zur Marktwirtschaft

328(300)

Milija Pajevic

1992

Horst Thomsen

1992

Milija Pajevic

1991

Edelbert Richter

1991

Metropolis

1992

Albrecht Tyrell
(내독관계성)

1987

시장경제로 가는 도상에 있는 동유럽
Ostdeutschland im zweiten Jahr der Einheit
329(800)
통독 2년째의 동독
Sozialistische Wirtschaft im Wandel
330(300)
변화하는 사회주의 경제
Erlangte Einheit Verfehlte Identitaet
331(100)
이룩한 통일 그러나 이루지 못한 정체성
Probleme der Einheit
332(800)
통일의 문제

333(800)

Grossbritannien & die Deutschlandplanung
der Allierten 1941-1945
영국과 연합군의 독일계획 1941-1945

번호(분야)

334(100)

제

목

Vier-Maechte-Verantwortung fuer
Deutschland als Ganzes

저

자

출판
연도

Gottfried Zieger

1990

Nicole-Annette Pawlow

1990

Boris Meissner

1983

전체 독일에 대한 4대 강국의 책임
innendeutsche Staedtepartnerschaften
335(800)
독일 내부의 자매도시 관계
Staatliche Kontinuitaet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der Rechtslage Deutschland
336(100)
특별히 법률적상황을 고려하여 본 독일의
국가적 지속성
Neutralisierung als alternative zur
Westintergration : 미국의 독일정책 1945-49 Axel Frohn
337(100)
(내독관계성)
서구통합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중립화
Bibliograrhie zur Deutschland-Politik 1975-82
338(100)
독일정책에 대한 문헌목록 1975-1982

1985

Karsten Schroeder
(내독관계성)

1983

Werner Weidenfeld

1989

Alexander Fischer

1984

Christoph Cobet

1986

Jens Hacker

1988

Politische Kultur und deutsche Frage
339(100)
정치문화와 독일 문제

340(100)

Die Deutschlandfrage und die Anfaenge
des Ost-West-Konflikts 1945-49
독일문제와 동서갈등의 시작 1945-49

341(100)

Einfuehrung in Fragen an die Geschichtswissenschaft in Deutschland nach Hitler 1945-50
히틀러 이후의 독일역사에 관한 질문
Europaeische Integration & deutsche Frage

342(100)
유럽통합과 독일문제

번호(분야)

제

목

저

자

Jahresgutachten 1993/94 des Sachverstaendigenrates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343(300) Entwicklung
Bundesregierung

출판
연도

1993

종합경제적 발전에 대한 전문가의 연례평가 1993/1994
Unterhaendler der Menschlichkeit : Erinnerung
344(800)

Ludwig Geissel

1991

Rheinischer Merkur

1990

Richard Schroeder

1993

Gerd Groezinger

1991

Werner Sesselmeier

1991

Werner Weidenfeld

1991

Otto Kimminich

1990

Dieter Blumenwitz

1988

Werner Weidenfeld

1989

인간 중개상인 : 회상

345(100)

Zurueck zu Deutschland : Umsturz und
demokratischer Aufbruch in der DDR
다시 독일로: 동독의 전복과 민주적 출발
Deutschland schwierig Vaterland

346(800)
독일, 어려운 조국

347(800)

Probleme der Einheit: Nur Blut, Schweiss
und Traenen?
통일의 문제점: 단지 피와 땀과 눈물로?
Probleme der Einheit: Der Arbeitsmarkt

348(300)
통일의 문제점: 노동시장
Die deutschen Profil einer Nation
349(100)
하나의 민족으로서 독일의 특징

350(100)

Die Menschenrechte in der Friedensregelung
nach dem Zweiten Weltkrieg
제2차세계대전 후의 강화조약상의 규정에
나타난 인권
Das deutsche Volk & seine staatliche Gestalt

351(100)
독일민족과 국가형태
Geschichtsbewusstein der Deutschen
352(800)
독일인의 역사인식

번호(분야)

353(700)

제

목

저

자

Die Bonner Deutschlandpolitik 1969-79
in der polnischen Publizistik

Dieter Bingen
폴란드의 언론출판에 나타난 본의 독일정책 (내독관계성)
1960-1979

출판
연도

1982

Die neuen deutschen Bundeslaender
354(100)

Hoffmann

1991

Peter Bender

1989

Markus Wolf

1991

Hans Klein

1991

Wolfgang Seiffert

1991

Hubert Isak

1988

Jochen Thies

1989

외무성

1984

독일의 신연방주
Deutsche Parallelen : Anmerkungen zu einer
gemeinsamen Geschichte zweier getrennter
355(100) Staaten
독일의 유사성: 두 개의 분단국가의 공통적인
역사에 대한 논평
In eigenem Auftrag
356(800)
자발적으로
Es begann im Kaukasus
357(800)
카우카수스에서 시작했다

358(800)

Die Schalck Papiere: DDR Mafia zwischen
Ost und West
샬크 보고서 : 동․서 사이의 동독마피아

359(100)

Die KSZE als instrument europaeischer
Friedenpolitik
유럽 평화정책의 도구로서의 유럽안보협력회의

360(300)

361(100)

Auf dem Weg zum Binnenmarkt : Europaeische
Integration und deutscher Foederalismus
국내시장으로 가는 길위에: 유럽통합과 독일의
연방주의
Sicherheit und Zusammenarbeit in Europa
: Dokumentation zum KSZE-Prozess
유럽의 안전과 협력: 유럽안보협력회의-과정

번호(분야)

제

목

저

자

출판
연도

Zeitenwende in Europa
362(100)

Lothar Ruehl

1990

Eckart Klein

1990

Johannes Kuppe

1991

Youn-Soo Kim

1984

Hans Mayer

1991

Horst Hiller

1986

Erhard Eppler

1984

Eckart Thurich

1990

전독문제연구소

1988

Stefan Heym

1990

Guenther Wagnenlehner

1988

유럽에서의 시대의 전환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Voelker
363(100) und die deutsche Frage
민족의 자결권과 독일문제
Von der SED zur PDS
364(100)
독일통일사회당에서 민주사회당으로
Homogenitaet & Heterogenitaet in der Politik
365(100) geteiten Staaten Deutschland und Korea
분단국가인 한국과 독일정치의 동질성과 이질성
Der Turm von Babel : Erinnerung an eine
366(800)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바벨탑 : 동독에 대한 회상
Sturz in die Freiheit
367(800)
자유로의 낙하
Grundwerte fuer ein neues Godesberger Programm
368(600)
새로운 고데스베르크 프로그램의 기본가치
Schwierige Nachbarschaften: 독-폴,독-체 관계
369(100)
어려운 이웃 관계
Jugend in der DDR
370(500)
동독의 청소년들
Auf Sand gebaut: Sieben geschichten aus
371(800) der unmittelbaren Verganenheit
모래위에 세우다 : 최근의 7가지 이야기
Die deutsche Frage & die internationale Sicherheit
372(100)
독일문제와 국제적인 안정

번호(분야)

373(100)

제

목

Laendereinfuehrung & Landtagswahlen in
der DDR 1990

저

자

출판
연도

Dudek/Grandke

1990

Bernhard Paus

1991

Gerd Langguth

1990

독일의회문제연구회

1990

Paul Leidinger

1986

내독관계성

1989

Thomas Ammer

1991

Ilse Spittmann

1990

Dieter Blumenwitz

1987

lllse Spittmann

1990

동독에서의 연방도입과 주의회선거

374(300)

Steuerliche Foederungsmassnahmen in den
neuen Bundeslaender
신연방주에서의 세금지원조치

375(100)

Vom Brennpunkt der Teilung Zur Bruecke
der Einheit
베를린. 분단의 중심에서 통일의 가교로
Parlamentsfrage(1/90)

376(100)
의회문제
Deutschland von Europa her denken
377(800)
유럽의 시각에서 생각해 본 통일

378(100)

Von Weimar nach Bonn : Freiheit &
Einheit als Aufgabe
바이마르에서 본으로: 과제로서의 자유와 통일
Staatssicherheit in Rostock

379(100)
로스톡의 국가안보
Die DDR unter Honecker
380(100)
호네커 지배하의 동독

381(100)

Das Postdamer Abkommen und die
Deutschlandfrage
포츠담협약과 독일문제
Chronik der Ereignisse in der DDR

382(800)
동독에서 일어난 사건의 연대기

번호(분야)

제

목

저

자

출판
연도

Gefragt: Dorothee Wilms
383(100)

Karl-Joachim Kierey

1990

Fritsch-Bournazel

1990

Paul Frenzel

1989

Andreas Hillgruber

1984

Werner Weidenfeld

1990

Gerhard Finn

1983

도로테 빌름흐에게 묻다
Europa und die deutsche Einheit
384(100)
유럽과 독일의 통일
Die rote Mark: Perestroika fuer die DDR
385(300)
붉은 마르크화 : 동독을 위한 페레스트로이카
Die Last der Nation: Fuenf Beitraege ueber
386(100) Deutschland und die Deutschen
국가의 짐 : 독일과 독일인에 대한 5개의 논문
Der deutsche Weg
387(800)
독일의 길
Von Deutschland nach Deutschland
388(800)
독일에서 독일로
Vergleich von Bildung und Erziehung in der
389(500) BRD und in der DDR
내독관계성

1990

동독과 서독의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의 비교
Einmischung
390(800)

Stefan Heym

1990

Giesela Helwig

1990

Max Gleissl

1988

Christoph Royen

1978

간섭
Die letzten Jahre der DDR Texte zum
391(800) Alltagsleben
동독의 마지막 몇해들. 일상생활에 대한 텍스트
Die Deutschen im Osten
392(800)
동구의 독일인들

393(100)

Die sowjetische Koexistenzpolitik gegenueber
Westeuropa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공존정책

번호(분야)

제

목

저

자

출판
연도

Jakob Kaiser
394(800)

Erich Kosthorst

1985

Volker Gransow

1991

Heinz Lampert

1992

Hans von Herwarth

1988

Deutsche Bank AG

1990

Wilhelm G. Grewe

1986

Thomas Schmidt

1990

Helmut Herles

1990

Wolfram Fischer

1993

전독문제연구소

1990

Werner Mueller

1979

야콥 카이저 : 내독관계성 장관 1949-1957
Die deutsche Vereinigung ; Dokumente zu
Buergerbewegung, Annaeherung & Beitritt
395(400)
독일의 통일: 시민운동과 접근 그리고 가입에
관한 기록
Die Wirtschafts- & Sozialordnung der BRD
396(300)
독일의 경제와 사회질서
Zwischen Hitler & Stalin
397(800)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에
DDR Wirtschaft : Lage-Wandel-Zukunft
398(300)
동독의 경제 : 상태-변화-미래
Die deutsche Frage in der Ost-West-Spannung
399(100)
동서 긴장시대의 독일문제
Staats Begraebnis
400(100)
국가장례
Von runden Tisch zum Parlament
401(100)
원탁회의에서 의회로
Treuhandanstalt-Das Unmoegliche wagen
402(300)
신탁관리회사-불가능한 감행
Deutschland nach dem Krieg
403(800)
전후 독일
Die KPD & die 'Einheit der Arbeitklasse‘
404(100)
독일공산당과 ‘노동계급의 통일’

번호(분야)

제

목

저

자

출판
연도

KSZE; Beitraege & Dokumente
405(100)

Hermann Volle

1976

Michael Salewski

1990

Emil Hueber

1991

유럽안보협력회의 : 논문과 기록
Vom Westfaelischen Frieden zum Wiener
406(100) Kongress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에서 비인회의까지
Jahrbuch der BRD 1991/92
407(800)
독일 연감 1991/92
Gesellschaftsrecht der DDR
408(300)

1990
동독의 사회법
Wege aus der Gefahr

409(800)

Erhard Eppler

1985

Helga Koenigsdorf

1990

Ernst Martin

1986

Hans-Heinrich Wrede

1990

Ernst Weisenfeld

1986

Hermann Weber

1986

Hans-Adolf Jacobson.

1978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
Adieu DDR
410(800)
안녕 동독
Zwischenbilanz: Deutschlandpolitik der '80s
411(100)
중간결산: ‘80년대의 독일정책
KSZE in Wien
412(100)
비인의 유럽안보협력회의
Welches Deutschland soll es sein?
413(800)
어떤 독일이어야 하는가?
DDR: Dokumente zur Geschichte der DDR
414(100) 1945-85
동독 : 1945-85의 역사에 대한 기록
Sicherheit & Zusammenarbeit in Europa(KSZE)
415(100)
유럽안보협력회의(KSZE)

번호(분야)

제

목

저

자

출판
연도

DDR 1990 : Zahlen und Fakten
416(300)

연방통계청

1990

Georg Fuelberth

1990

Hermann Voller

1984

Hermann Voller

1978

Karl Wilhelm Fricke

1986

Andreas Hillgruber

1985

Helmut Schmidt

1993

Carola Wuttke

1991

Hans-Joachim Maaz

1991

Martin Gorholt

1991

Arnulf Baring

1991

1990년의 동독
KPD und DKP : 1945-90
417(100)
독일공산당(KPD)과 독일공산당(DKP): 45-90
Das Madrider KSZE-Folgetreffen
418(100)
마드리드의 유럽안보협력회의-후속만남
Das Belgrader KSZE Folgetreffen
419(100)
벨그라드의 유럽안보협력회의 후속만남
Zur Menschen & Grundrechtssituation
420(400) Politischer Gefangener in der DDR
동독 정치범의 인권과 기본권상황에 대해
Die Zusammenbruch im Osten 1944/1945
421(100)
동독에서의 붕괴 1944/1945
Handeln fuer Deutschland
422(100)
독일을 위한 협상
Parteien und politische Bewegungen im
423(100) letzten Jahr der DDR
동독 마지막 해의 정당과 정치적 움직임들
Das Gestuerzte Volk:Die Verungluekte Einheit
424(800)
몰락한 민족 : 실패한 통일
Deutsche Einheit-Deutsche Linke
4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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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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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letzte Tag der Kinderheit
427(800)

Utz Rachowski

1987

Martin Walser

1988

Dorothee Wilms

1990

Rudolf Welzmueller

1990

Clemens L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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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의 마지막 날
Ueber Deutschland reden
428(800)
독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Zur Einheit in Freiheit
429(100)
평화로운 통일을 위하여
Marktaufteilung & Standortpoker in Europa
430(300)
유럽의 시장분배와 소재지포커
Deutsche Fragen in Geschichte, Politik und
431(800) politischer Bildung
역사와 정치, 정치교육에 나타난 독일 문제
Nach Vier Jahrzehnten
432(800)

1990
40년 후에

Anmerkungen zur Vertreibung der
433(100) Deutschen aus dem Osten

Alfred-Maurice de
Zayas

1986

연방경제성

1992

연방재무성

1990

연방재무성

1991

Bernd Wi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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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에서 독일인 추방에 대한 논평
Jahreswirtschaftsbericht 1992
434(300)
1992 경제보고
Haushaltsrecht des Bundes
435(300)
연방의 재정법
Bundeshaushalt 1991: Finanzpolitik fuer
436(300) das geeinte Deutschland
연방재정 1991 : 통일된 독일을 위한 재정정책
Deutsche Kultur-Geographie
437(600)
독일의 문화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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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국가상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와 자료
Fischer Lexikon:Publizistik Massenkommuikation
439(700)
피셔 사전 : 출판, 매스콤

440(700)

Kommen wir zur Tagesordnung Literarische
Reportagen aus der DDR

E l i s a b e t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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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le-Neumann

Ingrid Krueger

1985

Hubert Is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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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o Wolff von
Amero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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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and Eck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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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el Bu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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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Wilhelm Fri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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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mann Gr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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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동독으로부터의 문학적 사실보도기사

441(100)

Abschliessendes Dokument des Wiener
Treffens 1986 der KSZE
1986년 비인의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종결문서
A German Identity 1770-1990

442(100)
독일의 정체성 1770-1990
Der Weg nach Osten
443(300)
동쪽으로 가는 길
Konflikt intervention
444(800)
갈등개입
Zur Aussenpolitik der DDR
445(100)
동독의 외교정책에 관하여
Errungenschaften & Legenden
446(800)
성과와 성담
Die Maerznote von 1952
447(100)
1952년의 3월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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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tschaftliche Hilfen fuer die bisherige D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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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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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독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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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독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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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gang Benz

1990

Dietrich Hoffmann

1991

Juergen Kle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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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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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치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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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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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재무성

1994

동독을 위한 지금까지의 경제적 도움
Das Scheitern des SED-Wohnungsbauprogramm
und die infrastruktuellen Erblast
449(300) 독일사회통일당의 주택건설프로그램의 실패와
신연방주에서의 주거환경에 대해 물려받은 국가
기간구조의 짐

450(400)

Statuten und Satzungen von sieben MassenOrganisationen der DDR
동독의 7개 대중조직체의 규약과 정관
Deutschland seit 1945

451(800)
1945이후의 독일
Politische Erziehung in sich wandelnden
452(500) Gesellschaft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정치교육
Korea-Auf Steinigem Pfad
453(800)
한국-험하고 좁은 길에서
Die Staatsbuergerschaft der DDR
454(100)
동독의 국적
Wegweiser Parlament
455(800)
길안내자 의회
Jahreswirtschaftsbericht 1995
456(300)
연간경제보고 1995
Bundeshaushalt 1994
457(300)
연방재정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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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walt im Kalten Krieg : 1951-1968
458(800)

Diether Posser

1991

SIPRI

1986

연방공보처

1994

내독관계성

1987

Pupert Schick

1995

Pupert Schick

1995

연방공보처

1994

연방하원
불법청산특위

1993

연방무역정보사무소

1994

연방경제성

1993

냉전 시대의 변호사 : 1951-1968
Waffenproduktion in der Dritten Welt
459(200)
제3세계의 무기생산
Deutschland, Die Zukunft gestalten
460(800)
독일이여, 미래를 형성하라
Ratgeber Zonenrandfoederung
461(400)
국가 연안지역 지원책에 대한 안내서
Der Bundestagspraesident/Die Bundestagspraesidentin
462(800)
남자 연방의회의장 / 여자 연방의회여의장
So arbeitet der deutsche Bundestag
463(100)
독일 연방의회가 하는 일
Die Bundesregierung zieht um
464(100)
연방정부의 이사
Erfahrungsaustausch mit Organisationen, die
sich ebenfalls mit der Aufarbeitung der
465(100) SED-Diktatur befassen
동일하게 독일사회통일당을 연구했던 조직들
과의 경험교환
Germany your business partner
466(300)
독일 당신의 사업파트너

467(300)

Wirtschaftliche Foederung in den neunen
Bundeslaendern
신연방주의 경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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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klenburg Vorpommern
468(800)

Heinrich Pleticha

1990

Michael Zuern

1991

연방경제성

1991

Albrecht Schoenherr

1991

Heinz Duchhardt

1988

연방여성청소년부

1992

Franz Boeckle

1989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머른
Interessen & Institutionen in der
469(100) internationalen Politik
국제정치에서의 이해관계와 기관들

470(300)

Die Wohlstandsmaschine :
Sozial Marktwirtschaft
복지기계 : 사회적 시장경제
Einvolk am Pranger

471(100)
형벌말뚝에 선 민족

472(800)

In Europas Mitte : Deutschland & Seine
Nachbarn
유럽의 중심에서 : 독일과 그의 이웃 국가들
Gleichberechtigung von Frauen und Maennern

473(400)
남여평등
Menschenrechte in Ost und West
474(100)
동․서독의 인권
Was ist Deutschland? : Staats- & voelkerrechtliche Grundsaetze zur deutschen Frage

475(100) 독일은 어떤 나라인가? : 독일문제에 대한 국가 Dieter Blumenwitz
기본법과 국제법상의 기본법과 독일의 동방
정책을 위한 그것의 논리적 귀결

1989

Die Sowjetunion & die deutsche Teilung
476(100)

Renata Fritsch

1979

내독관계성

1990

소련과 독일의 분단
Deutschland in Gegenwart und Zukunft
477(800)
독일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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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트재단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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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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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er Blumenw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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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트재단

1985

Wolfgang Her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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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Ame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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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의 출발
Deutsche Aussenpolitik nach der Einheit
479(100)
통일 후의 독일의 외교정책
Die Verfassung der DDR
480(100)
동독의 헌법
Die Nationale Volksarmee der DDR
481(200)
동독의 국가인민경찰
Honeckers Parteiprogramm
482(100)
호네커의 정당프로그램

483(100)

Denk ich an Deutschland : Antworten auf
die Deutsche Frage
독일을 생각한다 : 독일문제에 대한 대답
Bundeshauptstadt Berlin

484(100)
연방공화국의 수도 베를린
40 Jahre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485(100)
독일사회통일당 40년

486(100)

Nationalrausch: Szenen aus dem gesamtdeutschen Machtkampf
국가적 흥분 : 전독일의 세력다툼의 장면들
Rehabilitierung & Kassation

487(100)
복권과 판결취소

번호(분야)

488(100)

제

목

Die Deutschen & Die Architektur des europaeischen Hauses

자

출판
연도

Peter B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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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t Gr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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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hard 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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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Wilhelm Fri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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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치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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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치교육센터

1993

연방정치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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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치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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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Eigentum - was tun?
489(300)
동독의 사유재산 - 무엇을 해야 하나?
Vier Stationen in Rot
490(800)
동독에서의 4곳의 경유지
Die Opposition in der DDR
491(100)
동독의 야당들
Politik und Justiz in der DDR : 1945-68
492(100)
동독의 정치와 사법권 : 1945-68
Taetigkeitsbericht ; 연방정치교육센터 1996
493(500)
활동보고 : 연방정치교육센터 1996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494(800)
독일통일 편람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495(800)
독일통일 편람
Parteiendemokratie in Dutschland
496(100)
독일의 정당민주주의
Gestaltung der deutschen Einheit
497(100)
독일 통일의 형성
Geschichte der Opppsition in der DDR
498(500)
동독야당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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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ines Lexikon der ethnischen Minderheiten
499(500)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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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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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연방정치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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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치교육센터

1998

연방정치교육센터

1997

연방정치교육센터

1997

연방정치교육센터

1997

연방정치교육센터

1993

연방정치교육센터

1997

연방정치교육센터

1991

연방정치교육센터

1999

독일의 소수민족에 대한 소사전
Das Grundgesetz
500(100)
기본법
Schlaglichter der deutschen Geschichte
501(100)
독일역사의 두드러진 사건들
DDR Geschichte in Dokumenten
502(800)
기록으로 본 동독역사
Datenreport 1997
503(300)
자료보고 1997
Deutsche Kultur
504(600)
독일의 문화
Parteiendemokratie in Deutschland
505(100)
독일의 정당민주주의
Bibliographie zu Unterrichtungseinheiten
506(500) der deutschen Bildung
독일교육의 교수단위에 대한 문헌목록
Vademekum DDR-Forschung
507(800)
동독연구 편람
Woerterbuch Staat und Politik
508(500)
국가와 정치에 관한 사전
Die Aussenpolitik
509(100)
독일연방공화국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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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woerterbuch Internationaler Poli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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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치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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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치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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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치교육센터

1998

연방정치교육센터

1990

연방정치교육센터

1990

연방정치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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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치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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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en Schulze

1996

Werner Conze

1985

연방수상실

1993

에버트재단

1992

국제정치 사전
Kompakt-Lexikon: Umwelt- & Wirtschaftpolitik
511(500)
환경과 경제정책 종합사전
Die Sozial Ordnung
512(400)
독일연방공화국의 사회질서
Sicherheitspolitik Kontrovers(Ⅰ)
513(500)
안보정책 논쟁(Ⅰ)
Sicherheitspolitik Kontrovers(Ⅱ)
514(100)
안보정책 논쟁(Ⅱ)
Sicherheitspolitik Kontrovers(Ⅲ)
515(100)
안보정책 논쟁(Ⅲ)
Gemeinsam sind wir unterschiedlich:
516(400) Deutsch-deutsche Annhaeherung
독-독 접근
Kleine deutsche Geschichte
517(800)
독일사
Jakob Kaiser
518(800)
야콥 카이저
Leitungsbilanz
519(300)
신 연방주를 위한 연방정부의 경상수지
Finanzierung der deutschen Einheit
520(300)
독일 통일의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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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st Viehmann

1990

Dieter Blumenwitz

1976

통합조약, 사법권과 법의 집행
522(100)

523(800)

Partnerschaft mit dem Osten
동독과의 동반관계
Namen & Daten: Wichtiger Personen der DDR

1987

이름과 자료 : 동독의 주요 인물
Ratgeber fuer den innerdeutschen Handel
524(300)
독일내 교역을 위한 지침서
Entscheidung ohne Alternativen? : Die wirtschafts-, Finanz- & Sozialpolitik im
525(800) deutschen Vereinigungsprozess 1989/90

Sparkasse 은행

1972

Juergen Gros

1994

Frank Loebler

1991

EU집행이사회

1990

전독문제연구소

1987

Metropolis

1992

Metropolis

1992

Metropolis

1992

대안이 없는 결정? : 89/90 독일 통일과정중
의 경제, 재정, 사회정책
Wiedervereinigung als Organisationsproblem
526(800)
조직문제로서의 재통일
Die Europaeische Gemeinschaft und die
527(100) deutsche Vereinigung
유럽공동체와 독일통일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528(800)
독일정책에 관한 텍스트들
Probleme der Einheit: Institutionelle Reorga529(800) nisation in den neuen Laendern
통일의 문제점들 : 신 연방주의 기관 재정비
Probleme der Einheit: Frauen am Arbeitsmarkt
530(300)
통일의 문제점들 : 노동시장의 여성들
Probleme der Einheit: Konsoliedierung des
531(300) Binnenmarkt
통일의 문제점들 : 국내시장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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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polis

1992

Metrop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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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J. Schm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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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J. Schmitt

1973

Hans-Joachim Spanger

1987

Anne-Marie Le Gloannec

1991

DIW

1983

BfA

1989

Hannsjoerg F. B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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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문제점들 : 경제적․법적 귀결점들
Probleme der Einheit: Finanzausgleich im
533(300) vereinten Deutschland
통일의 문제점들 : 통일된 독일의 재정조정
Probleme der Einheit:
534(300) Qualifizierungsmassnahmen
통일의 문제점들 : 자격획득 조처
Deutschland und Ostpolitik 1
535(100)
독일과 동방정책 1
536(100)

Deutschland und Ostpolitik 2
독일과 동방정책 2

Die Beiden deutschen Staaten in der
537(100) dritten welt
제 3세계의 두 개의 독일
538(100)

Die deutsch-deutsche Nation
독일대 독일

Die Bedeutung des innerdeutschen
539(300) Handels fuer die Wirtschaft der DDR
동독경제를 위한 독일내 무역의 의미
540(300)

Der DDR-Uebersiedler & seine Rente
동독 이주민과 그들의 연금

Von der staatlichen Kommandowirtschaft
der DDR zur Sozialen Martkwirtschaft der
541(300) vereinte Deutschland.
동독이 국가명령경제체제에서 통일된 독일
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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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atsvertrag
542(100)

Klaus Stern

1990

국가조약
DDR-Almanach '90: Daten, Imformationen ..
543(800)

1990
동독 연감 1990 : 자료, 정보, 수치

Schwarz Rot und Gold: Biographie einer
544(100) Fahne

Berndt Guben

1991

Benno Zanetti

1991

검정, 빨강, 금색 : 독일 국기의 역사
Der weg zur deutschen Einheit
545(100)
독일 통일로 가는 길
Die DDR im Vierzigsten Jahr
546(100)

1989
40년대의 동독
Economic Assistance in the new german Laender

547(300)

연방경제성

1992

연방경제성

1993

내독관계성

1990

Rolf Reissig

1991

연방공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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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scher

1991

독일 신 연방주의 경제지원
Wirtschaftliche Foederung in den neuen
548(300) Bun-deslaender
독일 신 연방주의 경제지원
120 Antworten: Hinweise fuer den Alltag
549(400) in den neuen Bundeslaen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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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ologie, Integration und Disziplinierung 1
675(100)
이념, 통합, 훈련 1
Ideologie, Integration und Disziplinierung 2
676(100)
이념, 통합, 훈련 2
Ideologie, Integration und Disziplinierung 3
677(100)
이념, 통합, 훈련 3
Deutschlandpolitik 1
678(100)
독일정책 1
Deutschlandpolitik 2
679(100)
독일정책 2
Kirchen in der SED-Diktatur 1
680(600)
SED 독재치하 교회 1
681(600)

Kirchen in der SED-Diktatur 2
SED 독재치하 교회 2

682(800)

Staatssicherheit-Seilschaften
국가안보-(한밧줄에 같이 결합된) 등반대

3.
번호
V1-4

영 상 물

제

목

발행처

독일 통일의 날 실황녹화: 1-4

BMG

V5

이것이 동독이었다 (1) : 나는 동독의 시민이었다

DFE

V6

이것이 동독이었다 (2) : 점령지역에 관하여

DFE

V7

이것이 동독이었다 (3) : 국민경제개발지침에서 파산으로

DFE

V8

이것이 동독이었다 (4) : 국민을 위한 구제사업에서

DFE

V9

이것이 동독이었다 (5) : 정신과 힘

DFE

V10

이것이 동독이었다 (6) : 창과 검

DFE

V11

이것이 동독이었다 (7) : 우리는 그 민족이다

DFE

V12

감독의 마지막

BpB

V13

국민보건이라는 환자

BpB

V14

칼 막스도시에서 켐니츠로

BpB

V15

위험을 향한 해방

BpB

V16

독일과 유럽 (1) : 대륙의 중앙

ZDF

V17

독일과 유럽 (2) : 분단의 시기

ZDF

V18

독일과 유럽 (3) : 통일로 가는 길

ZDF

V19

동독-여성-제반사회복지와 사회교육의 대응책-재통일

ZDF

V20

전환기

RIAS

V21

1989 가을의 날들

RIAS

V22

통일의 연대기

V23

낯선 독일의 청소년

V24

그렇게 가깝게, 그러나 그렇게 멀게

V25

독일통일 특별방송녹화

ZDF
SAT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