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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 책자는 독일통일의 기념일(10. 3)에 즈음하여 독일 연방수상실

이 2001. 9. 25 연방하원에 제출한 ｢독일통일 황에 한 독일연

방정부의 2001년도 연례보고서｣를 번역․발간한 것입니다.

o 이 연례보고서는 2000년 5월 19일 독일연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작

성된 보고서로서, 독일통일 이후 연방정부가 그 동안 이룩한 성과와

독일통합 후반기 정책방향의 환으로 투자․기술 신․사회간 자

본의 핵심 역에의 집 3,060억 마르크에 이르는 신연방주 재

정지원 방안인 ｢연 약 Ⅱ｣등에 해 설명하고 있고, 그 동안의

통합(변화)과정을 각 분야별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통일부가 그 동안 발간한 ｢독일통일백서｣('94),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96), ｢독일통일백서｣('95～'97), ｢독일통일백

서｣('99), ｢독일통일백서｣(2000) 등과 함께 활용한다면 통합의 추

이를 살필 수 있어 더욱 효과 일 것입니다.

o 본 책자가 독일통일과 남북한 계에 심있는 분들과 계 문가

여러분의 연구에 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02. 1.

통 일 정 책 실 장



서 문

재 신연방주에서는 지난 구동독 시 발 이 지체되었거나 외부

향으로 오랫동안 단됨으로써 나타났던 과거의 근심과 비 이 지난 11

년 동안 이룩한 성취에 한 정당한 자부심과 만족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반 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 인 평가에

도 불구하고 2001년 가을에 신연방주의 주민에게 지 까지 도달한 개인

발 과 일반 지 에 한 평가를 물어본다면, 상이한 의견과 기

를 듣게 되는 것 한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개방되고 자유로운 사회에

서 은 세 들이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은이들이 고향을 떠나 직업을 구하고, 주민

들은 경제 번 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제

창업한 많은 기업들은 유럽연합이 동유럽으로 확 될 때 기 할 수 있는

시장의 확 라는 희망과, 새로운 경쟁력을 키울 수 없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좌 에 한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001 독일통일 연례보고는 정서․의견․기 들이 서로 상반되고 있

는 상황에서 통일 이후 그 동안 우리가 이룩한 것과 향후 정책방향

을 정립하고 있다. 신연방주에서의 재건과정이 한편으로는 통일 직후

약속한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구조 변화가 계속되

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한 분명하다. 신연방주는

국제 경쟁력을 지닌 유럽의 경제 신 지역으로 발 하고 있다. 이것

은 당연히 연 , 지원 등의 결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 으로 유

례가 없는 환과정을 극복한 신연방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로

일 것이다.



신연방주의 망은 양호하다. 신연방주 주민이 쓴 기로부터 직 인

용하면 다음과 같다. “1989년 우리와 함께 같이 출발한 다른 나라와 비

교하여 우리는 이미 오래 에 역사의 승자 편에 서있다. 그것은 생산

성, 사회간 자본과 기술 신의 장 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한 우리가

지난 11년간 축 해 온 경험과 더불어 이제 우리는 확장된 유럽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발 을 극 이고 능동 으로 그리고 커다란

열의를 갖고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체 독일의 개 은 동독지역의 이

익을 반 하는 길을 필요로 한다. 지원정책은 투자, 기술 신 그리고 사

회하부구조의 요한 역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지속 으로 발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 연 약 Ⅱ는 향후 발 과정

에 안정 이고 신뢰할 만한 재정 지원의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연

약 Ⅱ는 독일통합후반기 나아갈 방향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계획

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신연방주에서의 경제 활성화를 한 기본 방향이

기도 하다. 분단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고 동서간 삶의 조건을 균등화

하려는 신연방주지역의 재건은 국가 연 속에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

우리 세 의 과제이다.

연방수상실 국무장

롤 슈바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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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후반기 정책방향의 환

1. 신연방주 재건과정에서의 도 과 응

신연방주(동독지역)는 90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규모로 공업생산기반이

붕괴된 이후, 그 동안 화를 이룩하 으며, 발 지향 인 경제의 도정에서

요한 진 을 이루었다. 신연방주 주민들의 참여와 변화에 한 응은 구연방주

(서독지역) 주민들의 연 지원을 통해 인상 결과를 가져왔다. 개인 삶의

조건은 여러 에서 분명히 개선되었다.

신연방주는 기의 건설분야 심의 경제구조에서 공업에 기반한 경제구조로 변

화하 다. 독일통일 이래 거의 530,000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기업 수공업분야는 110,000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 많은 기

업이 국제시장에서 정 결실을 맺고 있다. 3,00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소기업을 심으로 창출되었다. 체 경제 측면에서 1990년 이후 노동생산성

과 개인당 소득이 2배 이상 증가하 다. 주거여건은 분명히 개선되었으며, 오염

물질에 의해 격심했던 환경침해도 뚜렷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정 결실에도 불구하고 여 히 크고도 많은 도 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한 사례로 특별히 언 될 수 있는 것은 구연방주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실업률의 감소문제, 동독 경제(Wohnungswirtschaft)의 구조 문제 해결,

구동독 시 의 갈탄 ․비스무트 의 재개발 등이 있다. 한 특별한 결함으로서

여 히 은 수에 머무르고 있는 기업, 연구와 개발에서의 성과 부족, 지역

특성에 기반한 연쇄 가치창조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비록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사이의 차이가 그 동안 분명히 감소하기는 하 지

만, 아직도 생산성의 문제는 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2000년 경제활동인구 1

인당 평균 총국내생산은 서독을 기 으로 할 때 68% 수 으로 1991년의 34%

에 비해 늘어나기는 하 다. 그리고 1998년 구연방주의 2.3%보다 낮은 1.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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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에 달했던 생산성 증가가 이후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신연방주의

생산성 증가는 2.1%로 구연방주의 0.7%보다는 많이 앞서 있다.

구연방주와 비교하여 여 히 존재하고 있는 생산성의 격차에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고용인력의 배치나 근면성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생산성 격차의 주된 요인은 발 을 선도할 기업의 숫자가 다는

것과 미미한 가치 창조력과 같은 구조 원인이다. 이미 자리잡힌 서독지역의 경

쟁력과 비교하여 동독지역은 독일 국내시장 국제시장에서 새롭게 경쟁하여야

하며, 더욱이 서독보다 낮은 가격을 통해서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어려

움이 있다. 여기에다가 조직경 , 경 기법, 마 부문에서의 어려움은 몇 배

더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응력을 요구하고, 향후 극 참여가 필요한 이러

한 과제들은 성공 인 경제 화, 지속 인 경쟁력 구조를 창출할 때 가능할

것이다. 차 더해 가는 서독경제 국제경제로의 통합으로 인하여 국내경제

역 국제경제 역에서의 경기변동이 신연방주 경제에 미치는 향 한 증 하

고 있다.

1.1. 경제구조의 형성

생산과 고용은 차 화된 산업경제를 한 형 구조에 다가서고 있다.

이를 통해 신연방주지역 경제의 지속 발 을 한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환되고 있다.

재의 상황은 본질 으로 두 가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화되고 국제

으로 경쟁력이 있는 경제의 재건이라는 특징을 띠고 있다.

∙1990년 반기 규모 경제성장을 견인하 던 건설경기는 과잉공 의 해

소와 고용 붕괴가 함께 나타나는 커다란 조정과정에 직면해 있다. 건설부문

의 과 공 은 주택건설과 공장건설 역에서뿐만 아니라 1990년 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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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간 자본의 역에서도 형성되었다. 건설부문에서 필요의 범 를 넘어서

과도한 과잉설비로 이어진 이유는 건설경기 붐으로 잘못된 수요에 기반한 지

원정책 때문이었다. 비록 1998년에 종결되었지만, 이러한 지원정책은 지 까

지도 경제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

∙동시에 1990년 반이래 제조업과 생산지향 서비스업종과 같이 부가가

치 집약 이고 세계 으로도 경쟁력 있는 부문이 평균을 넘어서 그리고 구서

독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 다. 특히 이것은 기술집약 부문에서 나타

났다. 이러한 진 은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 1990년 서독경제에 의한 생산

성 진보에 의해 특징지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1998

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연방주 제조업에서의 산출이 처음으로 건설부문에

서의 산출보다 많았다. 제조업이 경제발 의 견인차가 된 이후, 국내총생산에

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에는 15.2%로 건설부문의 9.6%보다

훨씬 높아졌다.

최근의 경제통계는 제조업에 근거하는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총부가가치의

성장이 작년에는 8.3%로 구연방주의 5.6%를 상회하고 있다1); 고용은 1999년에

비해 2.9%가 늘어나 613,000개로 일자리를 증가시켰다. 제조업부문에서 동독지

역 기업의 경쟁력은 에 띠게 향상되었다. 단 당 임 비용(Lohnstückkosten)

은 서독수 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표 1> : 동독지역 제조업의 단 당 임 비용 (서독지역 = 100)

1) 신․구연방주 모두 베를린 제외; 베를린을 포함한 구연방주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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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지역 제조업의 증가된 경쟁력의 표출은 우선 해외수출의 증가로 나타나 지

난해 28.3%가 증가하 다. 수출비율(기업의 총 매고에서 해외 매량의 비율)은

지난 5년간 1995년의 11.8%에서 2000년 21.2%로 거의 두 배나 증가하 다.

비록 수출비율이 서독지역의 37.5%에 비해서는 히 낮은 상태이지만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출구조 역시 동독지역의 경제, 특히 제조업이 국제

시장에 성공 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도에 신연방주는 약

100억 마르크의 수출 과를 달성하 다. 이러한 결과는 국, 네덜란드, 랑스,

이탈리아, 벨기에/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페인을 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

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역시 구조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서비스부문은 2000년도에

5%의 성장을 시 하 고, 계속해서 역동 으로 발 하고 있다.

공업과 생산지향 인 서비스업에서의 만족스러운 발 에도 불구하고 경제 체

성장률이 잠재 가능성에 머물고 있는 것은 건설부문에서 아직도 필요한 구조

응과정에서 기인하고 있다. 제조업의 생산과 련된 서비스업의 성장이 아직도

건설부문에서의 축소과정에 의해 잠식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체성장률은 상당

히 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 이후 동독지역의 체 경제성장률은 서독지역의

그것에 비해 훨씬 떨어지고 있는 반면, 건설경기를 제외한 지난해 신연방주 지

역에서의 성장률은 서독지역의 성장률과 비슷한 수 을 유지하고 있다:

<표 2> : 국내총생산 성장률의 동서독지역 비교 (동독통계는 베를린 포함, 서독통계는 베를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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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부문별 연평균 총부가가치 성장률의 동서독 비교(1995-2000)

동독경제의 발 과정은 다양한 역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 제조업, 건설업, 서

비스업이 서로 한 계를 유지하면서 차 형성되고 있는 인 경제구조

는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평균 총부가가

치 성장률을 통해서 볼 수 있다.

1.2. 기술집약 제조업의 고도 성장

동독경제의 범 한 부문에 걸친 구조변화의 틀 속에서 고용창출에 두드러진

가능성을 지닌 국제 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이 생성되고 있다. 특히, 기술집약

제조업 부문은 평균을 뛰어넘는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독경제의 향후

가능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동독경제의 핵심 역은 자동차산업, 마이크로 자산

업, 정보처리산업, 생화학부문, 에 지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의 갈탄으로

력을 생산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력을 생산하고 공 하는 VE 주식회사

(VEAG)는 독립 기업으로 성장하 다. 이를 통해 신연방주의 화된 발 능

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체 독일 력시장에서 네 번째 경쟁력 있는 거 기업으

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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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핵심 역으로서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은 경기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신연방주의 고용창출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연맹(VDA)에 따르면 생산업자와 하청업자

들은 1991년이래 신규생산에 100억 마르크 이상을 투자하 다. 동 연맹에 따르

면 재 자동차 생산 기업의 2000년 연간 매출액이 150억 마르크 이상이고 약

30,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자동차 연 산업의 종사자는 재 100,000명 이상

이다.

새로운 BMW 자동차공장을 한 입지로서 라이 치히/할 (Leipzig/Halle)

를 선정할 때, BMW의 결정은 신연방주가 얼마나 뛰어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 다. BMW의 경 진은 좋은 교통조건, 양질의 노동력 제공, 탄

력 인 고용을 입지선택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250개의 후보지가 치열하게 경합

하는 가운데, 라이 치히/할 와 쉬베린(Schwerin)의 두 개 동독지역이 경합하

다. 최종 결정은 동유럽 지역과 비교하여 신연방주가 국제 으로 경쟁력 있는

입지로 합하며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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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방주에서 자동차공업의 발

무엇보다도 작센과 튀링엔이 자동차공업의 입지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아

담 오펠 주식회사(Adam Opel AG, Rüsselheim)와 폴크스바겐 주식회사

(Volkswagen AG, Wolfsburg)가 통일 직후에 투자결정을 함으로써 자

동차 공업의 출발을 한 석을 만들었다. 90년 이후 오펠이 약 20억

마르크를 아이제나흐(Eisenach)에 소형차 ‘코르자(Corsa)’를 만들기 한

조립공장에 투자하 다. 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오펠 아이제나흐

유한회사(Opel Eisenach GmbH)는 튀링엔주(Thüringen)에서 가장 규

모가 큰 고용창출자가 되었다.

츠빅카우(Zwickau)와 헴니츠(Chemnitz)에 소재한 폴크스바겐 작센 유

한회사(VW Sachsen GmbH)는 35억 마르크의 투자로 6,700명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작센주(Sachen)에서 가장 큰 민간 투자자가 되었다. 이외에

도 폴크스바겐은 드 스덴(Dresden)의 자동차유리제조공장에 3억 6,500

만 마르크를 투자하여 최 800명의 직원을 고용하 으며, 고 차 ‘D 1’의

제작을 한 공장을 지으려 하고 있다.

란덴부르크(Brandenburg)의 루드비히스펠데(Ludwigsfelde)에서는

다임러 크라이슬러(Daimler Chrysler)가 1991년 이래로 실용차를 만들

고 있다. 그 공장에는 1,200명의 남녀가 일하고 있다. 그리고 신형 콤팩트

밴 ‘바네오(Vaneo)’의 완성라인을 한 생산설비가 확충되고 있다.

포르쉐(Porsche)는 1억 마르크 이상을 투자하여 라이 치히에 2002년도

부터 시장에 내놓을 험로를 달릴 수 있는 차량 ‘카이엔네(Cayenne)’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계자는 수요에 따라 계획된 260명 이상의 일자리

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BMW는 향후 3교 로 조립라인을 가동해야 하는 공장의 입지로 라이

치히를 선정하 다. 뮌헨(München)의 복합기업(Konzern)인 BMW는 약

20억 마르크를 투자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하청생산공장을 포함하여 체 공

장에서 10,000명에 이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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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투자의 역동성 제고

투자의 역동성은 신연방주의 발 과정에서 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 이고

국제 인 경쟁력 획득이라는 목표는 생산설비에 의해서만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롭고 시장에 응할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되어야만 하며 은

비용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충분한 투자는 동독 경제의 장래 능력을 높이기 한

결정 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1990년 반 이후 높은 수 의 건설부문 투자활동이 무엇보다도 추가

수요 부족으로 차 낮아지고 있지만, 동독기업의 투자활동은 계속 으로 역동성

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제조업과 설비투자에 기인하고 있다. 건설투자가 감소

하고 있지만 여 히 서독지역 수 보다 높다. 체 경제에 걸쳐 1인당 설비투자

는 서독에 비해 낮은 수 이지만 계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 1인당 설비투자 비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이러한 발 이 1990년 처럼 이제 더 이상 신

탁 리청의 사유화기업과 련한 투자에 의한 추동이 아니라 여타의 기업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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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건설부문에서의 수요 감소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는 것이다.

부문별 투자활동의 차이는 동독지역 제조업에서의 투자역동성이 서독지역보다

여 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자 1인당 투자액은 계속 으로

높은 수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평균 으로 구연방주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높았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부문에서의 신연방주 고용이

1997년부터 계속 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구 분 신연방주(동베를린 포함) 구연방주(서베를린 포함)

1991 8 13

1992 20 13

1993 27 11

1994 29 11

1995 30 12

1996 29 13

1997 28 14

1998 26 16

1999 24 18

<표 5> : 제조업에서 고용 1인당 투자액

(단 : 1,000 마르크)

이와 같이 지난 11년 동안 동독지역 기업의 자본 총량은 속히 확 되었다.

따라서 재 동독지역의 자본집약도(근로자 1인당 총자본량)는 이미 평균 으로

서독 85.5%수 에 이르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서독 수 에 비해 단지 8%

정도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1991년에 동독지역의 자본집약도는 서독수 의

50% 수 에 머물러 있었다.2)

설비투자 제조업에서의 만족스러운 발 은 동독지역 경제의 구조변화가 아

2) 출 : OECD-Wirtschaftsberichte Deutschland; 2001.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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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결되지 않고 지속 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

는 정부에 의해 운 되고 있는 투자우호 지원정책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내

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1.5. 기술 신

1990년 산업의 한 몰락은 신연방주에서 연구잠재력과 신잠재력에

실질 퇴보를 야기하 다. 재는 수년에 걸친 발 과정에 의해 새로운 상태에

도달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제조업에서의 약진과 함께 역동 인

기술 신이 주목할 만하게 강화되었다. 동독지역 기업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동독지역 매출액의 2%로 서독지역의 2.5%에 근

하고 있다. 우선 경제와 과학 연구를 이어주는 연결망이 증가하는데 기반하

여 높은 수 의 신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상 인 사례는 지난해의 수출증

에서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자공학 등과 같은 국제 으로 인정받는 첨단연

구 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신연방주에서의 산업이 생산과정의

기술 신을 통해 계속 개선되면서 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공공부문의 연구인 라 재건에 주목할 만한 투자를 하고

수많은 지원 로그램과 함께 신의 개발을 지원한 연방정부의 정책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1.6. 성장의 심 형성

재까지 신연방주 사이에 측정할 수 있는 경제 발 의 격차는 없다. 물론

얼마간의 동독지역 주(州)사이에 지역 발 양상이 차별화되고 있기도 하다. 서

독지역과 비슷하게 인근 지역의 향과 범 한 경제발 잠재성에 따라 지역

경제 발 을 한 성장의 심부문이 차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지원정책은 구

조 으로 취약한 지역에 한 특별한 필요와 심지역과 성장의 심부문에 요구

되는 사회간 자본의 수요에 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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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발 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개발의 인상 사례는 베

를린-아들러스호 (Berlin-Adlershof), 드 스덴(Dresden), 에어푸르트(Erfurt),

할 /라이 치히(Halle/Leipzig), 나(Jena), 로스톡(Rostock), 랑크푸어

트 안 데어 오더(Frankfurt an der oder)와 같은 지역이 경쟁력 있는 심지

로서 여겨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 짧은 시간에 새롭고 기술지향 이고 신 인

기업들이 다수 들어서고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지닌 문인력을 한 매력 이

고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신연방주에 존재하고 있는

거 한 발 잠재력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입지 장 을 이용할 수 있

는 성장의 심으로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한 높은 수 의 노동력, 학과

연구기 의 존재, 상 으로 높은 공업 집과 인구 집, 연구센터와 학뿐만 아

니라 연 기업이 존재하는 요충지역과 상 으로 유리한 교통연결망 등의 장

을 갖고 있다.

비록 경제 성취능력이 아직은 서독지역의 경제 심지와 비교할 수 은 못되

지만, 그 동안 몇몇의 동독지역은 높은 발 잠재력을 지니게 되었다. 몇몇 번 하

는 지역에서의 노동 집도( 체 인구에 하여 사회보장보험의 의무가 있는 노동

자가 차지하는 비율)는 이미 서독지역의 평균 수 을 과하고 있다. 즉 1999년

기 으로 드 스덴(Dresden)은 47.8%, 헴니츠(Chemniz)는 48.2%, 나는

44.8%, 라이 치히는 47.2%로 연방 체의 평균인 33.4%, 신연방주의 평균인

33.3%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물론 경제 으로 활동이 왕성한 서독지역인 뮌헨

53.7%, 슈트트가르트 58.2%, 랑크푸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

71%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신연방주의 도시들 에는 극 노동시장정책

의 조치들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물론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 잠재력을 하여 고등교육이 필요한 기술 직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을 찰 할 때, 동독지역의 몇몇 지역(드 스덴, 에어

푸르트, 라이 치히, 나)이 서독에서 선두에 서 있는 지역인 뮌헨, 슈트트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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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랑크푸르트 암 마인과 함께 반 으로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는 데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3)

체 으로 볼 때,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발 과정이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 심지역은 모범 성공사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

는 지 까지 소수 지역만이 발 하 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의 인구 도가 높은 지역에 발 과정을 계속 진행시키고 진시키기

한 가능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한 이것은 신연방주에 내재해 있는 거 한

경제 가능성을 명확하게 하고, 신연방주를 해 신연방주 내부에서의 자발

참여를 가치 있게 만들고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정책은 경제 잠재성을 실 하는데 결정 역할을 하고, 소수

의 지역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구체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신연방주에서 교

통부문 하부구조의 연결망과 우선 순 가 조정된 교통로 확장뿐만 아니라 투자,

교육, 연구, 신을 한 핵심과제에 한 지원으로 지역발 을 해 요

한 의미를 지닌 부문이 진흥되고 있다.

1.7. 이주와 인구 유동

독일 통일 직후의 경험에 따르면, 동독지역의 출 이라고 인식되었던 이주라는

주제처럼 동독주민 사이에 격렬하게 논의되었던 것은 없었다. 1989년 이후 동독

지역에서 많은 주민의 감소는 실제로 극 인 상이었다. 이에 한 원인은 복합

이지만, 동독주민의 서독지역으로의 이주라고 단순히 설명할 수 있다. 이것과 마찬

가지로 요한 향을 끼친 요인은 신연방주 내에서 지역 발 의 차이로 인한 도

시-근교지역간 이주뿐만 아니라 1989년 이후 출생률이 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

이다. 동독지역-서독지역간의 이주에 한 논의의 쇠퇴는 실제 해결책 도달에 어

3) 1998년 문학교나 학 졸업증을 지닌 기술 직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비율이 에어푸

르트와 나에서는 2.4%-3.1%에 이르고 있다. 드 스덴은 뮌헨과 슈트트가르트처럼

선두그룹에 속하며 그 비율은 3.1% 이상에 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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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끼치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지역갈등이라는 낡은 표상과 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에 있어서는 독일의 내 통일이라는 목표에 유익하지 못하다. 연방정부

는 객 이고 논리 인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스스로도 다수의 로

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즉, 청소년 지원 로그램(Jugendsofortprogram)과 동

독지역의 도시와 게마인데(읍․면)에 한 인구흡인력 확보를 한 도시재정비

등 범 한 조치를 로 들 수 있다. 인구 유동은 산업사회의 본질 특징

이다. 지난해의 이주인구 총계에 한 분석 찰은 신연방주로부터의 이주가

결코 높은 비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체 으로 구연방주와 유사한

개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공개토론에서는 빈번히 동독지역으로부터 서독으로의

이주에 해서만 강조하고 있지 반 상인 서독지역으로부터 동독지역으로의 이

주 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1989년과 1990년의 국경 개방

직후 역사 으로 단 한번 발생한 동서독 이주는 거의 400,000명에 이르 다. 그

후에 이러한 경향은 명백히 가라앉았고 다른 방향의 이주를 통해 차 상쇄되었

다. 1996년까지 서쪽으로 옮겨간 인구는 166,000명으로 감소하 으며 동시에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옮겨간 인구는 약 150,000명으로 상승하 다. 1997년

순이주 손실은 10,000명을 상회하는 선으로 감소하 으며, 그것은 서독지역 내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간 이주의 행렬과 비슷한 범 이다.

비록 1998년 이후 신연방주에서의 이주 손실(1998년과 1999년 각각 30,000

명과 44,000명)이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이 게 변화된 수치에 해 더 이상

동독지역으로부터의 출 이라고 논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부정

인 이주 통계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 주민의 균형을 넘어서는 거주지 이 이 주

에 한 침해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첨부 1 참조).

구연방주로 이사하는 사람들은 일반 으로 모든 산업사회에서 유동 인 인구그

룹으로 정의되는 18세부터 25세 사이의 은 구직자이다(1999년 총인원 :

25,600명; 첨부 2, 3 참조). 이것과 함께 경제 역동성이 상 으로 고, 공

업지역으로서 자리잡아 경제 구조변동이 게 진 되는 지방에서의 이주율이

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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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상 으로 높은 이주숫자를 나타내고 있

다. 이러한 이주는 구연방주로부터 신연방주로의 이주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하다.

1992-1997년 사이의 통계는 고도로 숙달된 노동력의 이주가 오히려 정 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참고 첨부 4). 숙련된 노동자들의 이주로 인해 신연방주 경

제발 이 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공개 으로 나왔으나 최근의

통계는 이런 견해를 증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유동성이 신연방주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원인으로 하지 못하다. 1998-1999년 신연방주(베를린을 포함)에서 직

장을 찾는 학졸업자의 약 4,400명(당해년도 졸업생의 약 20%)이 그들의 직장

을 구연방주에서 구하 다. 이와 반 로 신연방주로 이주해 직장을 찾은 구연방

주의 학 졸업자는 3,200명에 이르 다. 공식 으로는 공학과 정보학(15%),

경 학(27%) 분야의 졸업생들의 순이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록된 순이주가 아직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극단 으로 높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주에 한 토론은 객 이어야 하며 다양한 을 유지하여 편향된

인식을 고쳐야 한다.

구동독경제의 미래 잠재력을 확실히 달성하고자 하는 연방정부의 지원정책은

과도하게 높은 특히 일정자격을 갖춘 노동력의 이주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만 한다. 도시재건과 교통인 라뿐만 아니라 연구, 교육, 신과 같은 분야에

한 투자와 더불어 동독지역의 유인력을 계속 높여가야 한다. 특히 신연방주의 청

소년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신연방주에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제1장 후반기 정책방향의 환
                                                                            

- 15 -

구 분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으로부터 이주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으로의 이주

신연방주와 동베를린 기 의

퇴거 순인원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1991 249,743 125,884 123,859 80,267 55,657 24,610 +169,476 +70,227 +99,249

1992 199,170 98,334 100,836 111,345 73,008 38,337 +87,825 +25,326 +62,499

1993 172,386 85,702 87,314 119,100 73,722 45,378 +53,286 +11,350 +41,936

1994 163,034 79,675 83,359 135,774 79,338 56,436 +27,260 +337 +26,923

1995 168,336 83,495 84,841 143,063 81,791 61,272 +25,273 +1,704 +23,569

1996 166,007 83,824 82,183 151,973 85,005 66,968 +14,034 -1,181 +15,215

1997 167,789 84,887 82,902 157,348 85,821 71,527 +10,441 -934 +11,375

1998 182,478 92,687 89,791 151,750 81,787 69,963 +30,728 +10,900 +19,828

1999 195,530 99,004 96,526 151,943 80,759 71,184 +43,587 +18,245 +25,342

2000.

상반기
87,790 45,534 42,256 68,516 36,582 31,934 +19,274 +8,952 +10,322

<표 6> : 신연방주(동베를린 포함)와 구연방주 사이의 이주(1991-2000)

1.8. 재의 강 과 능력에 한 투자

신연방주의 발 을 한 성공 략은 재의 강 과 능력을 신연방주에 결부

시켜야만 하며 비교 우 를 이용하여야 한다. 투자는 최 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문에 실행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단순히 서독 모범사례를 재 함으로써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연방주는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높은 교육수 과 근로의욕이 강한 노동인구를

양성하여 이를 특별한 장 으로 활용해야 한다.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능력개발에

한 투자는 장기 으로 투입을 과하는 수익을 약속할 수 있다. 신연방주의 계

속 발 을 한 핵심 역할은 투자에 있다. 소기업이 기술 능력의 신속한

증 를 해서는 존재와 신의 토 뿐만 아니라 신의 체계를 이어주는 각 부

분 네트워크에 한 투자가 특별히 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연방주는 투자입지 장 으로 투자동기 부여 훈련된 양질의 노동력을 제

공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투자조건들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속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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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값싼 공업용지의 충분한 제공, 범 한 투자지원, 화되고 완 히 디지

털화된 통신망 같은 것들이 언 될 수 있다. 신연방주에서의 투자지원을 한

요한 출발 은 국제 경쟁력에 걸맞는 장 들을 명백히 만들고 동독지역이 투자

격지역임을 극 으로 알리는 것이다.

1.9. 유럽연합의 확 : 유럽시장의 심으로 이동한 신연방주

유럽연합의 확 는 체 유럽에 안보와 복지뿐만 아니라 평화와 자유를 한 안

정 인 틀을 창출하 다. 투자방향은 유럽연합의 재 미래 회원국들의 안보

경제정책 이익과 일치하여야 한다. 특히 신연방주에 더 유리한 것이겠지만

독일은 이제 유럽의 심으로 이동하 다. 유럽연합의 확 는 벌써 독일경제에 커

다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독일에게 커다란 내수시장(Binnenmarkt)으

로 1억 인구의 시장을 향한 통로를 열어 놓았다. 가입 후보국들의 경우에 유럽연

합에의 가입은 유럽연합 국가들과 한 경제 계를 만드는 요한 건이다:

가입 후보국과 이루어지는 유럽연합 무역의 약 40%가 독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게 있어 유럽연합을 제외할 때 미국 다음으로 부와 동부유럽은 오늘날

이미 가장 요한 무역 트 가 되고 있다. 이 지역이 독일 외무역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2000년도에 거의 9%에 이르고 있다. 이 지역은 연간 평균 수출증

가 17%에 이르는 곳으로 독일경제에 역동 인 수출시장에 속하며, 독일 체 수

출 증가율 8%의 두 배 이상에 이르는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부 동부 유럽

에 한 독일 외무역의 흑자는 지난 5년간 연평균 80억 마르크에 달한다. 이들

국가들의 거 한 자본 수입 수요에 의해 이러한 발 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

다. 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확 는 체 경제 으로 두 가지 측면

에서 성장의 과실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하는 의견이 많다

동독지역의 기업에게 유럽연합의 동쪽으로의 확 와 함께 증 된 내수시장이 수

출과 투자를 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으로 유효하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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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무역거래가 증가될 것이다. 신연방주에 있는 기업은 1990년이래 이미 포화

상태인 국제 수출시장에의 진입에 단한 능력을 발휘하 다. 이러한 know-how

는 이미 통 으로 을 맺고 있었던 부 동부유럽 시장에 한 신연방주

의 입지 조건에 도움이 된다. 신연방주의 경제가 극복한 그리고 동유럽에 이용

할 수도 있는 비길 데 없는 체제 환의 경험 역시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있다.

를 들면 노천탄 이나 갈탄 의 재개발 know-how는 동유럽에서 많은 활용기회

를 가질 수 있다.

가입국가의 경제성장과정은 무엇보다도 투자재에 해 높은 수입 수요로 나타

난다. 이것은 컴퓨터 부문뿐만 아니라 기계산업, 자동차산업, 고무산업, 원료산업

과 같이 자본집약 분야에 있는 동독지역의 기업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 한 신연방주에서 특별히 요시하고 있는 식품산업과 같은 소비재분야도

동쪽으로의 시장확 에 의해 이익을 볼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분야는 시장에

근 한 지역이 결정 으로 유리하며, 매시장에 공 을 좌우하게 된다.

유럽연합의 동유럽으로의 확장은 공공연히 불안과 불확실성을 가져오기도 한

다. 불안이라 함은 더 값싼 제품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과 외국 노동자들이

려오는 것을 뜻한다.

동유럽으로부터 노동력의 쇄도는 존하는 복지와 임 격차에 의해 실질 으

로 증가할 것으로 측된다. 공간 근 성의 조건으로 동독지역에는 우선 국경

이동 노동자와 일시 이민자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여기서 이민의 숫자가 얼마

나 높을지 재로서는 신뢰할 만한 측을 내놓기는 어렵다. 이것은 다양한 요인,

즉 유럽연합의 가입을 통해 상승하고자 하는 가입국가의 경제발 의 정도와 생활

수 의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한 노동력의 질과 이동용이성에 의해 결정

될 것이다. 많은 역에서 이주는 정 발 추동력을 발생시키고 독일의 경제

상황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장기 에서는 숙련된 노동력의 이주 수요가 두

드러질 것이다. 이것은 체 고용상황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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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정책은 유럽연합의 동유럽 확장으로부터 야기되는 험을 지하고

확 된 내수시장에 독일경제가 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유럽

으로부터의 노동력 이주에 한 독일, 특히 동독지역 노동시장의 수용능력이 제

한되어 있다. 따라서 가입에 따른 경제 ․사회 부작용을 완화함으로써 노동시

장의 진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하여 연방정부는 유럽연합의 가입 상에서

노동력 이주분야의 유연하고 임시 으로 제한되는 과도기 규정 제정을 해 진

력을 다하고 있다. 그 동안 유럽연합은 가입국가들과 최 7년의 기간동안 노동

력 이 을 제한하는 방법에 해 의하 다. 이러한 규정은 특히 서비스부문에

해당된다. 정의 과도기간은 노동시장의 압력을 완화하고 독일 국경지역에 충분

한 보호책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특히 해당지역의 주민들로 하여 유

럽연합의 동부지역으로의 확장을 용인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유럽의 동부지역으로의 확 와 함께 나타나는 응과정을 완화하기

해 국경지역에 해 강력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경제지원(지역

경제구조의 개선을 한 공동의 과제)의 틀에서 2001년도에 메크 부르크-포어

폼메른주, 란덴부르크주, 작센주에 총 21억 9,000만 마르크가 지원될 것이다.

지원조치는 무엇보다도 해변보호와 농업구조의 개선이라는 공동과제의 재정으로

부터 지원되었다. 2001년도에 비된 연방재정 15억 9,000만 마르크 에서 신

연방주에 한 할당은 33%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세 곳의 국경지역은 유럽연합의 지역지원으로서 유럽 구조펀드

인 EFRE(Europäischer Fonds für die regionale Entwicklung : 유

럽 지역발 펀드), ESF(Europäischer Sozialfonds : 유럽 사회펀드),

EAGFL(Europäischer Ausrichtungs- und Garantiefonds für die

Landwirtschaft : 유럽 농업경제 펀드)로부터 2000-2006의 기간에 238억

6,000만 마르크를 지원받게 되어있다. 이러한 지원펀드는 구조 으로 취약한 국경

지역의 국가계획의 강화를 해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연방 로그램 ESF(신연방

주와 동베를린을 한 총 32억 8,000만 마르크)의 자 도 속해 있다. 환경 보호

와 개선을 한 조치뿐만 아니라 직업교육과 진학, 연구, 학문 역의 인 라 강

화를 한 로젝트,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한 특별한 조치에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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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공동발의의 틀에서 13억 마르크의 유럽자 이 독일․폴란드, 독일․

체코의 경제 합동작업 로젝트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로젝트에 유입되고

있다.

투자보조 의 지원시 국경지역에서의 높아진 요구를 감안하 다. 2001. 1월까

지 동독 국경지역 투자에 한 세 보조 을 2.5% 높 다. 국경지역에 투자할

경우, 기업은 15%, 소기업은 27.5%의 투자보조 을 받고 있다.

2. 신연방주의 미래를 한 정책 환

신연방주에 한 연방정부의 경제 재정정책의 목 은 창의력을 지니며 국제

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지역을 만들고 장기 인 고용을 창출하기 하여 동독

경제에 자발 역동성에 의해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정책의 요한 구성요소

는 독일의 체 경제 계획조건을 개선하고, 동독의 지속 재건을 한 재정

기 를 확보하는 미래 계획이며, 연 약 Ⅱ의 틀에서 특별세의 계속 이고 철

한 축소뿐만 아니라 신연방주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략 으로 새롭게 정리

되었다.

동독지역의 경제에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지난 수년에 걸쳐 강화된 정

인 구조변화는 연방정부가 신연방주의 미래를 비하는 정책을 통해 올바른 방향

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독지역 재건의 최고 동력인 동독기

업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인 경쟁력도 갖춤으로써 이미 여러 부문에 걸쳐

성공하고 있다.

2.1. 미래계획 : 동독지역의 미래발 을 한 개 정책

장기간에 걸쳐 계획된 연방정부의 미래계획(Zukunftsprogramm)을 통해 지

속 성장과 안정 보수에 기반한 고용을 한 기 가 마련되었다. 기업의 경쟁

력이 제고되고, 필요한 구조조정의 이행이 쉬워지면서 이로 인해 특히 신연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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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득을 보고 있다. 미래계획은 한 계를 이루며 체 경제 계획의

틀을 근본 으로 바꾸는 성장지향의 개 조치들을 포 하고 있다.

2.1.1. 연방재정의 건 화

연방은 2006년에는 균형된 재정을 이룰 것으로 상하고 있다. 엄격한 재정건

화정책을 통해 국가 재정정책은 - 동독지역 재건의 후반기 실화를 한 - 계

속 으로 개선되고, 다음세 의 재정부담은 축소될 것이다. 동시에 재정건 화정

책은 기업과 국민의 세 세 부담을 경감할 여지를 만들어 것이고, 그럼

으로써 경제성장을 진하게 될 것이다. 연방재정의 건 화와 세 과 세의 감

면을 달성한 연방정부의 정책은 동독지역 경제의 원동력을 활성화하게 될 것이

고, 이를 통해 연방재정에 부담이 되어 왔던 국가 로그램에도 범 하고

정 이며 보다 지속 인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본 으로 성공한 건 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연방정부에게는 동독지

역 재건을 한 추가 문제가 있다. 핵심과제는 “동독지역 도시재건”을 한 새

로운 로그램이다. 동독지역 도시재건을 통해 신연방주에서의 주택건설의 구조

변화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며, 연구․교육․경제에 한 국가의 많은 투자뿐만

아니라 높은 수 의 교통인 라에 한 부단한 투자가 요구된다. 2001-2003 연

방정부의 미래투자 로그램(ZIP)과 함께 정부의 미래를 한 지출의 몫이 증가

하고 국가지출은 질 으로 개선될 것이다. ZIP은 UMTS-허가 양도, 부채정리로

부터 생겨나는 이자 감을 통해 재정이 조달될 것이다.

2.1.2. 기업과 근로자를 한 세 세의 진 경감

∙2005년까지 도달해야 할 다단계 세 경감 패키지, 2단계에 걸친 가계지불능

력의 새로운 규율,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연방주의 존하는 수많은 소기업

이 혜택을 보는 기업의 세 개 ,

∙ 한 환경세 련 세제개 과 사회보험의 구조개 틀안에서 기여 감소 등

을 통해 세 과 세의 진 경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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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감은 독일 체 경제의 경쟁력 개선에 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통

해 독일로의 유인력 제고에 기여한다.

2.2. 지원정책의 략변화

비록 동독지역 재건을 한 요한 추진력이 독일 체경제로부터 나와야만 할

지라도 그리고 국가의 특별 로그램을 통해 제한 이긴 하지만 발 과정이 진

될 수 있을지라도, 발 과정을 제어하기 한 동독 경제 자신의 원동력은 재로

서는 아직 하지 못하다. 이러한 까닭으로 연방정부는 성장의 방향을 일반

기본조건의 개선에 두고 경제정책을 신연방주에 유리하게 이노베이션 지원, 투자,

인 라 확 라는 략 으로 새로운 지원구상을 택하 다. 지원정책은 신연방주

에 존하는 가능성을 개발하여 신 성장의 핵심요인 에서 창의 발 을

진하는 분야를 통해 발 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이익을 우선시 하여 기업 역, 연

구 역, 학 역에서 신의 개뿐만 아니라 지역 연결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심계획은 동독 도시지역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2.2.1. 교육․연구․ 신의 지원

교육, 연구, 신 분야의 지원은 동독지역의 지속 발 을 해 략상 요한

거 이 된다. 이것들은 동독 경제활동인구의 높은 성과지향의 경향과 이미 도달

한 높은 교육수 에 연결될 것이고 동독경제의 미래 가능성을 열어 것이다.

∙지방 학과 지방연구의 지원을 해 매년 30억 마르크 이상이 신연방주로 유

입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학의 확장과 산업연 연구의 강화를 한 자 이

투입되고 있다. 국제 으로 다양한 기회가 부여된 경쟁의 심지가 되기

한 지원은 연방정부의 미래투자 로그램(ZIP)의 추가 자 을 통해 강화되

고 있다.

∙경제와 과학의 공동작업의 강화를 해 교육의 네트워크화를 목표로 지원된

다. 이것은 특히 “InnoRegio”, “PRO INNO” 그리고 “InnoNet”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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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높은 경제 ․기술 가능성을 지닌 지역이

주도하는 지원을 해 “ 신 지역의 성장핵심(Innovative regionale

wachstumskerne)”이라는 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발의는 신연방

주의 각 지역이 경제 특징을 획득하게 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로그램에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억 5,000만 마르크가 투입될 정

이며, ZIP의 자 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 학의 연구기 에 의한 회사설립이 강력히 지원되고 있다. “EXIST”라는

로그램의 틀 안에서 기업설립과 기업가 자질에 한 동기부여, 직업교육

그리고 지원을 한 모델을 만들어냈다. 여기에는 과학, 경제 그리고 정치로

부터 외부 트 와 함께 이루어지는 지닌 학의 공동작업은 요한 의미

를 지니고 있다.

∙동독지역 기업의 창의 활동은 반드시 지원되고 있다. 여기에 명명될 수 있

는 것은 특히 F&E(연구․개발)- und Existenzgründerförderung와

로그램 “FUTUOR 2000”으로 이러한 로그램은 동독지역에서의 기술 련

기업설립을 지원하는 것들이다.

2.2.2. 새로운 인 라의 핵심과제 : 신연방주의 도시 재건

동독지역에서 1993년부터 1998년 사이에 빈 집의 숫자는 거의 1백만 채에 이

르 고 13%로 두 배 이상 증가하 다. 원인은 특히 범 한 도시-인근 지역간

이주와 높은 수 으로 계속되는 단독주택 건축에서 생겨난 것이다. 서독지역에서

는 수십년에 걸쳐 주변부 도시화가 일어난 반면에 구동독의 상황은 주택부족과

앙 계획경제의 결과로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지역의 격한 인구증가로 특징지

을 수 있다. 1990년 이후에는 많은 동독지역의 도시에서 도시-인근지역간 이주

가 격히 일어났다(첨부 4 참조). 그것은 두드러진 주택경제상의 그리고 도시건

축상의 구조 문제와 주택공동화 상으로 이어졌다. 주택공동화는 노후화된 산

업에 의존하거나 계획경제의 붕괴로 일자리가 격히 사라진 지역에서 특히 높은

인구 이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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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도시재건(Aufbau Ost)”이라는 새로운 로그램으로 연방정부는 주택

도시건축을 한 지원조치를 갖추었으며, 도시와 읍․면의 철 한 구조 변

화를 가져올 수 있는 포 인 방안을 제공하 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택공동화

의 구조 해결, 도심의 활력 부여 그리고 매력 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지역으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하 으며, 이를 통해 신연방주의 미래를 비하기 한 요한

요소를 마련하 다.

∙“동독 도시재건”이라는 로그램의 틀안에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동독지

역 도심의 재개발, 주거조건의 개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한 자 으로 연

방으로부터 21억 8,000만 마르크의 지원을 받을 정이다. 주정부도 비슷한

액을 지원하는 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주택구

조 변화”라는 문가 원회의 제안을 구조 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훨씬 범

한 문제로 근하고 있다.

∙2002년에는 경쟁력 유지의 틀 안에서 도시발 구상을 한 기폭제로서 추가

재정지원 3,100만 마르크가 계획되어 있다. 모범 발 구상을 가진 200

개의 읍․면이 계획비용에 해 재정지원을 받는다.

∙주거공동화로 받고 있는 구부채지원법 용 상인 주택건설회사에 한

부채경감을 해 연방정부는 향후 10년간 구조지원의 틀에서 7억 마르크를

지원할 정이다.

∙연방-주정부 로그램인 “사회복지 도시(Soziale Stadt)”는 2001년 1억

5,000만 마르크로 자본을 50% 늘렸다. 이 로그램은 극 이고 응집력

있는 효과를 지닌 도시발 정책을 통해 도시의 불량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

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2001년 여름에 통과된 주택개량법에 의해서 신연방주에서의 주택의 구조변

화를 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되었다. 그럼으로써 특히 신연방주에서 주

택의 개량과 화에 한 지원 상이 2008년까지 기존 주택의 수리로 확

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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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교통인 라 지속 이고 강력한 확충

동독지역에 한 유인력을 높이기 해 그리고 잠재 투자를 유인하기 해서

는 높은 수 의 인 라가 요구되고 있다. 확장된 교통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고 이는 동서독간 경제 구조의 균등화를 해 필수 불가결한 제

이기도 하다. 인 라의 구축은 동독의 여러 지역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결정

기여를 할 것이다.

연방교통로의 확장시 동독지역의 재건은 계속해서 우선권을 갖고 있다. 를

들면 투자 로그램의 틀에서 교통인 라 1999-2002(IP)는 연방장거리도로를

한 자 의 59%를 신연방주에 사용하 다. 독일통일의 교통 로젝트는 계획 로

추진되었다. 교통투자자 은 미래투자계획(ZIP)을 통해 증 되었다.

2.2.4. 목표지향 이고 개선된 투자지원

연방정부는 내년에도 역시 높은 수 으로 계속될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지속

으로 신연방주의 경제발 을 지원할 것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해 지원책을 경

제의 변화된 필요에 계속 으로 응시켜 나가고 있다:

∙공동의 과제라는 틀 속에서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을 해 2001년에 40억

마르크의 을 제공하고 내년에도 이를 해 약 30억 마르크가 지원될 것

이다. 자 은 연방과 주정부에서 각각 반씩 부담하고 있다. 자 의 사용 가

능성은 지역경제의 분야로까지 확 되었다.

∙투자보조 은 동독지역의 자본스톡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새롭게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0. 1. 1 이래로 투자보조 의 소기업을 한 지원비

율은 25%로 증가하 다. 유럽연합의 동유럽으로의 확 에 비하기 하여 우

선 2001년 이후 폴란드와 체코의 국경지역에도 증가된 비율이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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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극 노동시장정책의 지속

거 한 경제 조정과정과 신연방주의 범 한 분야에서 계속되는 높은 실업

률은 내년에도 극 노동시장정책을 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시장 정책 수단을 실행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개선하기 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공 으로 지원되고 있는 고용을 한 노력은 지 까지의 구

조개선보다 강력히 추진되어야 하고, 고용의 가능성에 한 지원이 아니라 고용

그 자체를 완 히 지원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직업 교육과 보수교육을 한 책

들이 특히 요하다.

연방정부의 정책은 다음의 핵심과제를 심으로 하고 있다:

∙ 극 노동시장정책은 높은 수 의 생산성이 필요하다. 2000년도에는 신연

방주에만 약 195억 마르크가 지원되었다. 주안 은 직업교육 직업보수교

육 정책, 고용창출제도 구조조정제도, 보조 에 두고 있다.

∙좋은 결실을 맺엇던 청년실업 축소를 한 긴 로그램은 2001년에 20억

마르크의 규모로 지원이 계속되었다. 지난해보다 40-50%가 늘어난 규모로

신연방주에 유입되었다.

2.3. 주정부간 재정균등화와 연 약 Ⅱ

주정부간 재정균등화와 2001. 6.23자 연 약 Ⅱ는 2001. 6.13자 연방상원

과 2001. 6. 5자 연방하원에서 같은 회기에 결의하여 확정한 요한 결과이며,

연방과 주정부의 공동 확신에 의한 결과이다. 그것은 시간 여유를 가지고

2020년까지 동독지역의 재건을 완성하고 독일의 내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연방주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인 라 투자와 련한 분할조건부

체납 3,060억 마르크를 변제해야 한다. 재정변제 액과 기간은 동독지역과 서

독지역 주민들에게 아직 앞에 놓여 있는 머나먼 길에 한 시를 보여주고 있

다. 연 약 Ⅱ의 자 2,060억 마르크는 연방에 의해 특별수요에 제공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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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5년부터 착수되며 첫 해의 산은 206억 마르크에 달한다. 이러한 지원

산은 2008년이 지나면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 연방정부는 2019년까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신연방주에 해 과 부

형태로 1,000억 마르크까지 보증할 것이다. 연 약 Ⅱ는 연 약 Ⅰ의 성과를

이어 받았고, 신연방주에 한 장기 재정비용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연 약

Ⅱ는 동독의 주정부에게 지 까지의 동독지역 재건을 한 것보다 더 많은 책임

을 부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주안 을 두고 있다:

- 연방원조의 1/3은 앞으로 투자지원법을 통해 더 이상 특정한 지원분야에 한

정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자 은 향후 신연방주에서 인 라 추가수요에

응하기 한 연방의 특별수요 할당 액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러한 규정은 2002년부터 실행하기로 하 다.

- 주정부에 한 연방의 특별분야에 한정되지 않은 할당 의 완 한 임은 지

원정책의 강력한 지방화를 고려한 것이다. 주정부는 지방 이고 지역 인 발

가능성에 지 까지보다 차별 이고 목표지향 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

고, 긴 히 필요한 분야에 자 을 탄력 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부분 으로 조건화된 특별부담의 청산을 한 신연방주 자신의 책임이

더 높아졌고 동시에 독일의 연방주의 성격이 더 강화되었다.

- 주정부는 재정능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한 재정균형을 해 앞으로도 연

방정부의 재정보충 할당 을 받을 것이다. 이를 통해 주정부는 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베를린을 포함해서 동독의 주정부는 재정계획 원회에 인 라 건설의 진척상

황, 연 약 Ⅱ에서 지원받은 자 사용 그리고 새로이 생긴 부채 황을 포

함해서 자치단체와 주의 재정경제 상태를 밝힌 동독지역 재건에 한 진척상

황을 매년 제출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재정계획 원회에 같은 회기에 “동독지

역 재건”의 진척상황 보고에 한 평가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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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 정책을 통한 “내 통일”

내 통일은 물론 동독지역의 단순한 경제 재건을 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

독일에서 공동의 민주주의 정치문화뿐만 아니라 공동의 사회 이해를 발 시키

는 것이 요하다. 독일의 공동성장을 해 로 포기할 수 없는 제는 동독

지역의 주민과 서독지역의 주민이 서로 함께 가야하고, 그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

과 이력에 한 상호 이해를 발 시키는 것이다.

2.4.1. 문화 ․종교 정체성 강화

문화 유산의 진흥과 보호는 지역 주민들, 특히 방문객과 투자자들을 유치하

는 유인력은 높은 정체성의 확립으로부터 나온다. 재 신연방주는 이러한 과제

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문화에

한 연방의 지원자 을 1999년에는 1998년의 두 배 규모로 지출하 다. 1999

년부터 2001년 사이에 2,100억 마르크를 지원한 “신연방주의 문화재건 로그

램”에 의해 이미 에 띠는 성과를 달성하 다. 이러한 지원은 2002년에도 높은

수 으로 계속될 것이다.

신연방주에 한 연방정부의 문화정책의 주안 은 문화재 보호와 주 수도 문화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매년 약 5억 마르크 이상이 연방재정으로부터

베를린의 문화발 을 해 지원되고 있다. 매년 약 800억 마르크가 연방정부의

‘등 로그램’이라는 틀에 의해 신연방주로 흘러가고 있다. 그것은 신연방주와 구

연방주에 있는 문화시설의 보존과 화에 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문화국가 독일을 해 특히 요한 의미가 있다.

2.4.2. 통합의 힘으로써 스포츠 지원

스포츠는 독일의 사회 ․문화 삶을 해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다. 정체성

확립과 통합에 한 스포츠의 힘은 신연방주가 여 히 자신의 정체감을 찾으려

하는 변 의 상황에서 단히 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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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운동경기의 증 는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에 있는 스포츠단체들 사이에 트

십을 늘리고,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사람들의 면을 친 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 해 범 한 분야에 걸친 스포츠 지원을 통해

이러한 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동독지역의 황 계획(Goldener Plan

Ost)”이라는 특별 로그램은 2001년에 1,400만 마르크가 추가되어 2,900만

마르크로 증액되었다. 한 연방은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을 3억 8,300만 마르

크를 투입하여 화하고 라이 치히 앙스타디움을 개축하기 해 1억 마르크

라는 례없는 지출을 하고 있다. 스타디움의 개축을 통해 독일에서 2006년도

월드컵 경기 주최는 물론 신연방주에서도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

게 되었다.

2.4.3.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동의 정치문화 발 - 사회주의통일당

독재 청산

독일의 내 인 공동성장과 독일에서 공동의 정치문화의 지속 발 을 해 분단

시 에 한 역사의 청산뿐만 아니라 독일의 최근 과거에 한 사회 합의는 빠

트릴 수 없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까닭으로 사회주의통일당이 남겨 놓은

폐해의 지속 청산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 슈타지 유산 리청의 업무는 개인의

권리침해에 한 복권뿐만 아니라 슈타지의 활동에 한 정치 ․역사 청산이

라는 목 을 해서 여 히 요한 의미를 지닌다. 슈타지청의 업무는 상기의 것

들을 넘어서 정치 목 에도 기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사회주의통일당 독재 청산을 한 재단의 활동 한 계속해서 지

원하고 있다. 재단은 사회주의통일당의 범 한 독재청산에 기여하고 지원해야

하는 법 으로 임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에서도 연방정부는 독재의 희생

자, 민간이 운 하는 기록보존 과 다양한 청산활동에 한 자 지원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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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사회주의통일당 박해자에 한 보상 지원방안 개선

독재의 희생자에 한 보상도 독재의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00. 1. 1부터 시행에 들어간 과거 동독에서 정치 박해의 희생자를 한 복

권법 규정의 개선과 련한 제2차 법률과 함께 특히 형법상의 복권법에 따라 과

거 동독정권의 정치 구속 1개월에 해 일률 인 보상이 600마르크로 상

향조정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련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사형집행자

의 경우에는 홀로 남은 부인․남편, 자식이나 부모 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과거 정치 박해에 한 보상 에 한 법 권리를 갖는다. 오더강과 나이세강

의 동쪽으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을 효과 으로 지원하기 해서는 과거 동독정권

에서의 정치 박해자에 한 기 이 더 많이 조성되어야 한다.

청구권과 변호권이 법의 보완과 개정에 한 제2차 법률의 통과와 련하여

직업활동에 한 복권법을 통해 연 법상 불이익을 조정하 다. 새로운 규정과

함께 박해가 없었다면 박해기간 동안의 경제활동을 계속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

을 보장하 다. 한 지 까지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서 새로운 규정은 정치

박해를 받지 않았더라면 도달하 을 동독시 의 직업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자격에

근거한 평균 보상도 가능하게 하 다.

이외에도 학생으로서 정치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상황도 개선되었다. 학생

시 에 정치 박해가 시작된 희생자들은 박해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학교졸

업장을 받기 해 일반 으로 더 많은 시간을 희생하 다. 새로운 규정과 함께

교육기간 산입의 숫자는 3년에서 6년으로 배증하 다.

2.4.5. 민주주의와 용을 한 연 - 극단주의와 폭력에 한 반

특히 외국인에 한 개방과 용의 경향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동의 정치

문화에 속한다. 국가와 사회는 분명히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밝 야 한다. 독일의

동쪽이건 서쪽이건 다시 싹트기 시작한 외국인 오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진주의와 인종주의의 흐름은 분명히 거부하여야 한다. 우익의 폭력에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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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민주 힘을 모아 일치단결하여야 한다. 폭력에 반 하고 용에 찬성하

는 새로운 방향의 시민운동의 성장이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운동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최근 몇

년 부터 “극단주의와 폭력에 반 하는 용과 민주주의를 한 연 ”를 강조해오

고 있다. 시민주도의 운동과 함께 외국인 오와 인종주의에 반 하는 시민들의

용기와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진 인 폭력 경향을 반 하는 성과있는 작업은 우선

경제 통합과 마찬가지로 사회 통합과 기회균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여야만

한다. 이것은 특히 청소년 선도에 있어 단히 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년 실업

에 해 단히 성과있는 긴 로그램과 교육분야에 한 강력한 참여와 함께

연방정부는 청소년에게 직업 ․사회 을 제공하는 데에도 공헌하고 있다.

동시에 독일의 청소년과 외국의 청소년들 사이에 상호 이해를 높이고 외국인

오와 인종주의에 반 하는 시민의 용기와 참여를 제고하는 다양한 로그램을 수

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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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연방주를 한 정책과 로그램

1. 신연방주지역 재건을 한 업무분야

1.1. 성장과 고용을 한 연방정부 경제정책의 주안

연방정부의 경제 재정정책은 독일을 한 경제의 기본조건을 계속해서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 고 이로부터 신연방주는 혜택을 보았다. 주요 목표는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동시에 유럽통합과 세계화 그리고 과학에 기반

한 경제로의 환은 모든 분야에 바탕한 경제와 사회의 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의 심지로서 독일은 아이디어와 자본에 근거한 세계 범 의 경쟁력을 지

닐 때만 존재할 수 있다. 유럽의 경제통합과 화폐통합의 틀 속에서 독일은 유럽

의 트 와 공동으로 이러한 도 에 맞서고 있다.

신연방주에서 더 높은 성장과 고용을 해 경제 기본조건을 개선하는 것만으

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신연방주는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재정지원을 필

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방정부는 이 략을 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안정 물가를 유지하며 지속 고도 성장과 고용을 한 토 를

만들기 하여 일 된 개 정책을 가지고 독일을 한 기본조건을 개선하

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연방주를 한 특별 지원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강 과

능력을 이끌어내고 재의 단 을 제거하는 것이다.

1.1.1. 경제발 을 한 기본조건 개선

연방정부 정책의 요한 지주는 다음과 같다:

∙노동자와 기업을 한 세 세 의 확실한 경감

- 가계와 기업을 해 확실히 세 을 경감하는 범 하고 다단계 인 세제

개 과 가족수당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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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 세제개 의 틀에서 연 보험 분담 에 한 장기 감소, 사회보장

보험의 구조 개

∙국가의 재정 활동능력을 지속 으로 보장하고 다음 세 에 한 부담을

축소 하는 재정정책

- 2006년까지 연방의 새로운 순부채를 제로로 하기 한 확고한 재정건 화

- 국가지출의 질 개선, 즉 미래지출을 한 이자지출과 행정지출의 조정

∙국가, 경제 그리고 사회를 화하는 경제정책

- 연구, 교육 그리고 과학에 한 국가투자의 확

- 인 라에 한 안정 투자

- 노동시장의 개 뿐만 아니라 유럽 내부시장의 틀에서 자본 상품시장의

계속 개방

- 국가를 효율화하고 시민지향 으로 만드는 공공행정의 개

이러한 성장지향 , 고용지향 정책은 임 상 트 로부터 - 고용․교육․

경쟁력을 한 연 가 상한 기본틀 로 - 기 으로 요한 향을 미치는 임

상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특히 신연방주의 기업들이 이러한 정책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혜택을 받

고 있다.

∙세제개 은 기업의 수익성을 강화하고 신연방주의 투자자들에게 입지 매력

을 제고한다.

∙세제개 은 신연방주 기업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의 부담을 덜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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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 은 가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내수진작에 기여한다.

∙임 외 비용의 감소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방재정의 건 화는 동독지역 재건의 지속에 신뢰할 만한 기반을 만들어내

고, 특히 2001. 6.23 연방과 주 사이에 결정하고, 연방의회에서 2001. 7.

5, 연방상원에서 2001. 7.13 통과된 연 약 Ⅱ에 신뢰할 만한 기반을 제

공한다.

∙연구․교육 그리고 과학에 한 연방의 높은 투자는 특히 동독지역에 평균이

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향후 확장은 국내시장의 경제력을 동유럽으로 확 하며, 특히 동

독지역은 지역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1.1.2. 신연방주를 한 목표지향 지원정책

연방정부의 정책은 신연방주가 이미 지니고 있는 강 과 능력을 계속 으로 강

화하는 것과 재의 단 을 제거하는 것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 연방정부는 경쟁

력 있는 고용을 창출하는 화된 기업 역을 구축하는 것을 특히 시 한 것으

로 여기고 있다. 연방정부는 다음의 들에 목표를 지향하려고 한다.

∙ 신력의 강화

세 규모의 기업과 기업운 방식의 단 으로 인하여 동독 기업은 새로운 상

품과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미래 시장에서 존립하기 해서는

신력의 지속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경제와 과학의 공동작업은 집약화를 필

요로 한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 연구, 개발, 신을 한 지원 로그램

을 특별히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구․개발 능력(PuE-Potenzial)의 계

속 강화와 지역 수 의 연결망과 기업과 과학 사이의 연결망 형성을 만드는

것이다(3. 신력 강화 참조).

∙산업기반의 강화와 생산지향 인 서비스업 지원

서독에 비해 여 히 뒤떨어진 동독 기업의 수익성은 투자지원을 계속 으로

요구하고 있다. 동독기업은 지역발 을 한 유럽기 의 자 뿐만 아니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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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원 자 을 이용할 수 있다. 한 일반 경제지원 수단(Programme

des ERP-Sondervermögens und der Förderbanken des Bundes: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Deutsche Ausgleichsbank) 외에도

세법상의 투자보조 이 제공된다(2.1 투자지향 지원틀 참조).

∙인 라의 계속 확충

주거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교통망의 확충은 앞으로도 동독지역 재건의 요

한 요소이다. 인 라는 경제 효과의 발휘와 신연방주에 매력 삶의 조건을

한 제를 만들고 있다. 한 인 라에 한 투자는 건설경기의 구조조정을 완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극 노동시장정책

고용을 지원하고 실업자에게 정규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을 쉽게 하기 하여

내년도에도 경제발 은 극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측면 지원되어야만 한다. 직

업교육자리와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함으로써 청년실업과 투쟁하는 것이 특히

요하며, 한 청년실업의 감소를 해 2003년까지 지속되는 긴 로그램의 원

조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의 활성화 틀 안에서 청년실업과 투쟁하는 것이 요하다

(8. “ 극 노동시장정책: 통합지원” 참조).

1.2. 신연방주지역 재건을 한 재정

독일의 정치 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재건과 련 이미 많은 것을 이룩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인 라 재건과정은 당 에 희망하 던 것보다 느리게

발 하고 있다. 동독지역 재건을 한 연방과 모든 주정부의 공동 책임의 표 으

로서 연 약이 2004년이후에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다. 연방정

부와 주정부는 2005년부터 15년 동안 총 3,060억 마르크 액을 조달하는 연

약을 계속하기로 합의하 다. 이를 통해 동독지역 재건은 2005년 이후에도 확

고한 재정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신연방주는 이에 의해 명확한 망과 필요

한 계획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연방은 거법률과 재정건 화법률의 틀 속

에서 필요한 법 규정을 번 회기에 의결하기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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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약 Ⅱ에서 의한 총 액(3,060억 마르크)의 할당 내용

∙헌법 107조 2항에 따른 특별수요에 한 연방의 배분 틀안에서 신연방주는

2019년까지 차 으로 감액하는 방식으로 2,060억 마르크를 받게 되어있

다. 2005년에 이러한 틀내에서 206억 마르크가 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단 없는 재정지원의 지속성이 확보되었다. 연방과 주정부가 합의한 지원

액의 진 감액은 2006년부터 시작되고 우선은 조 씩 감소하게 될 것

이다.

∙ 한 연방은 주정부에 하여 향후 15년 동안 연방재정으로부터 외 으

로 1,000억 마르크까지 지원할 것을 약속하 다. 개별 조치를 넘어서는

것에 해서는 그때마다 재정입법의 틀 안에서 필요한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1.3. 공동의 조치 : 신연방주의 직업․직업교육․경쟁력을 한 연합

독일에서 몇 년에 걸쳐서 상승하고 있는 높은 실업률의 축소는 사회 체의 역

량을 하나의 힘으로 묶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 을 해서

는 범 한 사회 합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과업을 실 하기 해 연방정부는

1998년의 선거 이후 곧바로 경제계와 노동계의 표들을 “직업․직업교육․경쟁

력을 한 연합”에 하 다. 신연방주의 문제해결을 해 신연방주 사무 권

표부 의장인 국무장 롤 슈바니츠(Rolf Schwanitz)의 지휘 아래 “동독지

역 재건 연구그룹(AG Aufbau Ost)”이라는 특별 연구그룹을 설립하 다. 연구

그룹에는 신연방주 주정부 역시 참여하고 있다. 연구그룹은 출발부터 동독지역에

서 지속되고 있는 일자리 부족의 제거와 구조 결함의 제거를 고찰의 상으로

면에 내세웠다. 이것은 신과 미래의 성장 고용 역의 지원이 단호한 방침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합의에 기반한 것이다. 신연방주가 지역을 뛰어넘는 경

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동독지역 재건 연구그룹은 지 까지 다음의 주제에 을 맞추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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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강화와 기본조건의 개선:

- 신연방주에서의 신 잠재력에 한 지원

- 신연방주의 교육과 연구의 입지로서의 유인력 지속 제고

- 지역 연결망과 조체제의 강화

- 국제 경쟁력과 외 매에 한 지원

- 생활기반의 지원을 한 제안

- 지불규율과 신용의 개선

2) 고용기회와 직업교육의 강화

- 1차 노동시장으로의 실업자 편입을 한 극 노동시장정책 지향

- 신연방주에서 청년실업을 극복하는 긴 로그램의 이행

- 신연방주에서 측가능한 장래 문인력 부재에 한 한 조치

- 고용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임 상

- 기업가와 기업의 부족을 메우는 조치

연구그룹의 토론과 결정은 연방정부의 경제정책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 연

방정부와 경제단체 그리고 노동단체에 의한 한 공동제안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2. 경제지원 : 성장과 화를 해 필요한 요소

지난 수년간 동독지역에서는 지속 으로 깊은 향을 미치는 구조변환 조정

과정이 이행되었다. 이를 통해 동독지역에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지닌 성장력 있

는 경제의 발 을 한 제조건이 반 으로 뚜렷이 개선되었다. 특히 제조업은

국내외 으로 경쟁력을 지닌 동 이고 생산 인 부문으로 발 하 다. 새로 설립

된 기업의 많은 경우가 발 과정이 올바른 길로 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방정부의 목 은 이러한 발 과정을 계속 으로 강화하고 아직 잔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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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지 단 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의 수요에

응할 수 있기 해 연방정부는 지원에 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계속해서 검증

할 것이다. 목 에 맞는 지원정책을 가지고 경제와 련된 인 라, 소기업, 기

업 창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 생산과 련된 서비스업 그리고 연구로부터

의 연결망에 한 지원과 개발이 요함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 더욱이 지역

인 지원의 틀에서 공공시설에서의 직원 정리와 감축을 할 경우에 이를 보완하기

하여 여러 방법으로 측면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연방군의 감축과 정리에도 해

당된다. 신연방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인원정리는 구연방주보다 히 엄

격하게 용하고 있다.

2.1. 투자 우호 인 지원기

연방정부는 내년에도 높은 수 으로 계속될 여러 가지의 지원방안을 통해 신연

방주의 경제 발 을 지원할 것이다. 투자자에게 다양한 지원수단에 한 신속

하고 간편한 이해를 높이기 하여 지원기 의 투명성을 제고하 다. 효율성을

높이기 해 지원수단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수요에 맞추어 조정되고 있다.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이라는 공동의 과제 내에서 산업의 신 기업에 한

투자지원 은 지역 경제지원의 핵을 이루고 있다. 한 경제에 련된 인 라

로젝트인 공동의 과제 지원(GA-Förderung)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한

제조건을 만들었으며, 공업, 서비스업, 수공업 그리고 무역업의 유치를 한 동

독지역의 입지 유인을 제고하 다. 한 세제상의 지원뿐만 아니라 출 로그

램은 신연방주의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특히 소기업을 해 분

명한 지원상의 특 을 주고 있다.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유럽연합의 로그램은 신연방주에서의 자조 인 경제구

조 재건을 강제하고 있다.

연방은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이라는 공동의 과제(GA)｣의 틀안에서 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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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와 베를린을 해 2001년도 연방재정에서 19억 9,200만 마르크의 지원

뿐만 아니라 내년도 조치를 한 의무 임으로서 15억 마르크를 비하고 있다.

공동의 과제를 한 지원 액규모는 주정부에 한 재정지원으로 두 배가 되었

다. 이것은 산업 경제와 련된 인 라에 한 투자지원을 통해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 이다. 지원자 의 활용가능성이 확

되고 있다. 를 들면 지방은 2000년 8월 이후 지역 리자의 권한으로 연결

망을 만들고 발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산업경제에 한 투자는 기업의 규모와 입지에 따라 투자비용의 50%까지 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 인 라에 한 투자는 80%까지 지원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동의 과제는 입지 단 을 제거하는데 기여하 고, 경제구조로의 변화

를 가속시키고 있다. 공동의 과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일자리를 보존하

고 있다.

연방정부는 유럽연합의 구조기 지원기간 2000-2006 동안 신연방주와 동베

를린이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지원특권을 갖는 지역으로 선발되도록 하는데

성공 역할을 수행하 다. 신연방주에 한 지원기 은 약 390억 마르크로 지난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자 을 확보하 다. 여기에 덧붙여서 연방, 주정부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235억 마르크가 추가된다. 이러한 자 은 산업 특히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해서, 인 라 개선을 해서, 환경의 개선과 보호를

해서, 노동력 개발의 지원을 해서, 한 농업발 과 수산업의 기회균등을 해

서 사용된다. 유럽연합의 Interreg-Ⅲ-Program을 통해서 독일에 2000-2006

년 동안 지원하기로 계획된 15억 3,160만 마르크는 신연방주에 우선 도움이 된

다. 연방정부는 자 의 많은 부분을 장차 유럽연합의 가입국과 국경을 맞닿은 지

역에 투입하는 우선권을 부여하 다. 무엇보다도 신연방주가 지난번 지원기간에

비해 지원 이 많이 증액됨으로써 혜택을 보았다.

유럽연합의 동부유럽으로의 확 를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경계지역에 한 특

별지원이 생겼다. 2000.12.31 이후 도입된 유럽연합의 향후 가입 정국인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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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폴란드의 국경 인 지역에서의 토지와 건물의 신축을 한 기 운 자 에

해 투자 보조 이 2.5% 증액되었다(12.5%에서 15%로 그리고 소기업을

해서는 25%에서 27.5%).

신연방주에서의 투자활동은 다양한 지원 로그램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외국 투

자자의 경우에는 기업투자 원회(IIC: Industrial Investment Council)에

의한 투자자 모집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기업투자 원회는 1996년 설립이래

약 66억 마르크의 투자와 20,000명의 고용창출을 시 한 77개 기업의 이주에

참여하 다. 생명공학 기술, 정보기술, 자동차 하청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이주결과에 근거해서 연방과 주정부에 의한 공동발의로 투자 유치회사의 활동은

2004년까지 연장되었다.

2.2. 기업 창업지원과 신생기업 강화

연합정권의 상과 1998.11.11 정부선언에 상응하여 소기업에 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설정하 다. 그것은 경제 기본조건의 최 화와 소기

업을 한 지원수단의 개선에 한 것이다. 소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해 평균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에도 기여하고 일자리 직업교육기

회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 소기업은 재화와 서비스의 범 한 공 을

보장하고 신과정 구조조정과정에서 역동 요인이 되고 있다.

신연방주 주민들은 유례없는 집 력을 발휘하여 산업기반을 만들어 놓았다.

소기업들은 무엇보다도 수공업, 무역, 업, 서비스업과 자유 직업과 같은 역

에서 지 까지의 동독지역 재건을 이끌어왔다. 신연방주는 얼마간의 조정과정을

거친 후 90년 통일에 따른 창업 붐과 유사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래서 창업

에 한 지원은 - 특히 하이테크 역 - 신연방주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해

계속 으로 요하다.

원 한 구상을 가진 창업가들이 세 히 기획하여 시작하는 것이 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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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연방정부는 독일변제은행(DtA, Deutschen Ausgleichsbank)에 의

한 문 상담을 통해 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계획의 실행과 련한 자 조달을 하여 연방의 련 지원 로그램을 통해 자

을 공 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액의 재정수요에 한 DtA의 출발지원 , DtA

의 창업 로그램, ERP의 창업 로그램, Eigenkapitalhilfe 등이 있다. 유리한

이자와 여타 조건의 장 은 기업 설립을 용이하게 하며 출발단계에 있는 기업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한다. 지난해에는 이를 통해 7,900여건의 출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총 15억 마르크가 지원되었다. 2001년에도 ERP의 자 계획은 어떤

신청도 자 부족 때문에 거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연방은 지원 로그램의 틀 안에서 특히 신연방주의 소기업들이 목표

에 따라 계획하고 발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안 은 아래와 같다.

- 정보제공과 교육훈련 문 상담을 한 지원으로 년에 6,000만 마

르크 책정

- 범기업 직업훈련소의 시설지원 건설을 하여 년에 1억 마르크 지원

- 범기업 단 를 넘어서는 수공업 견습과정을 하여 년에 9,000만 마르

크 지원

이러한 자 의 2/3가 신연방주에 지원되고 있다.

소기업의 수공업, 상업, 공업, 서비스업 자유업 등 자 업에 한 연방의

지원은 진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지원은 지속되어야만 한다. 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은 자 지원으로 후속비용 없이 커다란 확산효과를 가져오는

지원의 효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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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회자본(모험자본)과 자본참여 확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생기업은 특히 신연방주에서는 구조변화에 결정

요인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새로이 생겨나고 발 할 수 있으며 이를 해 자본

참여 은 로 필요하다. 연방정부는 이를 해 효과 인 자 공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를 들면, BTU-기술집약 소기업 자본참여, ERP-자본참여 로

그램, ERP-이노베이션 로그램들과 이외에도 연방의 지원, 은행에 의한 독자

로그램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신연방주에서 이러한 자본공 은 커다란 호응을

일으키고 있다.

연방의 지원 로그램을 통해 2000년도에 동독지역의 신 기업에 해 총 2

억 7,700만 유로화의 자본참여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자 2억 3,000만 유

로화는 BTU- 로그램에 의해서, 4,100만 유로화는 ERP-이노베이션 로그램

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 600만 유로화는 FUTUOR 로그램에 의해 조달되었

다. 한 재건 부(KfW) 지원은행과 기술참여회사(tbg)의 독자 로그램에

의한 자본참여도 이루어졌다.

KfW와 tbg를 함께 고려하면 지원총액의 약 24% 그리고 지원계획의 약 28%

가 신연방주의 몫이 된다. 신연방주의 주연방주에 한 인구비례로 측정하면 약

21%가 되므로 분명히 평균을 넘어서는 지원이 된다. 연방의 자본참여를 통한 지

원자 도 확보되어 있다. 2001년부터는 지 까지 ERP-이노베이션 참여 로그램

의 재정원천이 되어 온 특별재산을 넘겨받게 되어 있으며, 자본참여 재정지원의

핵이라고 불려 온 BTU- 로그램 역시 넘겨받게 되어 있다. 재정자 을 거의 투

자한 동독지역 자본참여기 역시 지만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2.4. 시장개척 수출지원의 지속

동독경제는 지난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뚜렷한 성과를

달성하 다. 신연방주에서 제조업의 수출비율은 꾸 히 상승하고 있다. 1996년에

는 12.2%에 지나지 않던 것이 2000년에는 21.1%의 비율에 도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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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 이 고무 이긴 하지만 서독지역과의 격차(2000년도 서독의 수출

비율은 37.5%)는 여 히 크다. 이것은 신연방주의 많은 소기업들이 해외 시

장을 개척하고 그곳에 뿌리내리는데 여 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들 소기업은 체계 으로 범지역 시장기회를 탐지하고 잡기 한 경 능

력, 마켓 경험, 재정 자원 등이 부족하다. 일반 이고 독일 인 매지원

정책 이외에 연방정부는 2001년에도 동독 기업에게 국내외에서 열리는 박람회

에 한 참여지원과 시장개척지원 로그램을 통해 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1995년이래 존의 시장개척 로그램은 심있는 기업에게 특정한 목표시장의

매 력 트 와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역정보청

(BfAI), 외상공회의소, 사 의 경제담당부서, 상공회의소와 의견을 조정하

고 그리고 경제 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방경제과학청에 의해서, 한편으로는

잠재 수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지역의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공 을

제시할 수 있는 해외시장을 선발하고 있다. 실제 사례는 스페인에서의 호텔

수요, 체코에서의 자동차부품 하청, 국에서의 기계제작, 미국에서의 환경기술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시장개척지원 로그램의 틀에서 2001년에는 약 40개의 로젝트가 24개의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다. 지역 주안 은 서유럽, 동부 유럽 그리고 북유럽

이다. 이집트, 남아 리카공화국, 라질과 같은 공업국의 시장 역시 고려되

고 있다. 이 로젝트와 함께 총 600여명의 동독 참여자들이 력하고 있다.

이 로젝트는 우선 으로 제조업에 을 맞추고 있다. 한 근로자들은 로

개척을 해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 화하는 엔지니어(Engineer

in Dialogue)”라는 구상은 를 들면 외국인 에 흥미를 갖고 있는 근로자

들에게 효과를 나타낸다. 유럽연합의 동유럽으로의 확장과 련하여 시장개척지

원 로그램의 틀에서 이른바 국경국가 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상 으로 은 해외경험을 지닌 동독지역의 국경에 자리잡고 있는 공업, 건설

업, 서비스업, 수공업 등의 소규모 기업이 폴란드와 체코의 기업과 력을 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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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공업 강화와 지불윤리 개선

수공업이 1989년 변 이후 곧 바로 실 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기업 구조

의 재건에 선두 역할을 한 이후, 지난 수년간 수공업의 발 은 매량과 고용을

고려할 때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한 요한 이유는 동독 건축경기의 지속

인 구조 기에 있다. 신연방주에서 건축 수공업은 여 히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목공이나 미장과 같은 수공업, 상업, 서비스업 그리고 자유업과 같은

경우에 신연방주의 억제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후퇴를 보여주고 있다.

년에도 발주자의 취약한 지불이행은 특히 건축수공업의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신용개 을 한 연맹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불만족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지 만기가 된 지불을 진시키기 해 발효된 법률과 함께 연

방정부는 미수 청구와 련 수공업자의 법 지 를 개선해 왔다. 지불지체

는 지불기한이 지나면 최고없이 강제하고 법 지연이자를 인상하 다. 할부 에

한 청구권은 부분이행을 통해 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신축건물의

공검사는 요한 결함이 있을 때만 거부될 수 있게 되었다. 부채권 화법의 틀

안에서 만료 30일 에 최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불지체의 이행에 한 법

안정성을 높 으며, 소비를 유발시키지 않는 거래의 법 이자율은 EZB-기본이

자율보다 8% 높게 책정하 다. 연방정부는 직업훈련 재훈련, 이노베이션

기술이 , 문가․훈련․정보제공 조치 등에 한 지원을 통해 계속 으로 수공

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공업분야에는 총 2억 마르크 정도가 제공되고 있다. 지원

의 많은 부분이 신연방주에 할당되고 있으며 지원 은 직업훈련소의 시설 설

립에도 사용되고 있다.

3. 신력 강화

3.1. 산업과 연 된 연구의 확

이고 생산력 있는 경 기업은 신연방주에서 더 다양한 입장을 나

타내고 있다. 동독지역 기업의 국제화 단계는 여 히 낮으나 차 구연방주의

기업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유럽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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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박람회, 유기화학, 폴리머(Polymere), 생명공학, 원료화학, 표면처리기술

과 같은 역에서 문화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라이 치히, 드 스덴, 할

/잘 , 나, 헴니츠, 베를린 같은 인구 집도시는 변 기에 출발시의 장 을

이용하여 성장하 다.

1993년부터 1999년 사이에 평균 6%라는 주목할 만한 생산부문의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연구집약 기업의 비 은 여 히 낮다. 독일의 연구개발 인력 에

서 동독의 몫은 9%이고 독일의 연구개발지출비에서 동독이 차지하는 몫은 단

지 6%이다. 소규모 경 구조는 연구개발 운 기업에게 요한 역할을 한다. 왜

냐하면 소기업의 연구개발은 기업에서보다 훨씬 더 개인지향 이기 때문이

다. 구연방지역에서는 연구개발인력의 단지 16%만이 소기업에서 활동하고 있

는 반면 신연방주에서는 65%에 이른다.

신연방주에서의 신은 더욱더 목표지향 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무엇보다도 소기업이 처한 특수한 문제에 심을 두고 미래시장에서 새로운 상

품과 아이디어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 하고 있다.

연구개발의 공백에 직면하여 연방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의 가능성의 강화와

확 를 지원하기 하여 신연방주에 한 연구개발 특별 로그램을 내년에도 지

속할 것이다. 4,300개의 소기업과 외부의 기업연구시설이 지 까지 이 로그

램을 이용하 다. 2001년에는 2억 4,000만 마르크가 지원될 것이다.

연결망 형성은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연결망 형성은 지역 잠재력을

묶어주고 범지역 시장을 헤쳐나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비용의

편익 한 제공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로그램 "PRO INNO"

를 설립하 고 기업사이의 연구 동과 국내외에 있는 연구소를 지원해 왔다

(4.1 참조).

동독지역의 소규모 기업의 신 리 개선은 우선 강도 높은 문 지도

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해 새롭게 3단계 지도모델을 도입하 다. 그것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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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2004년까지 매년 500만 마르크를 지원하면서 로젝트의 개발과 실 의 모

든 단계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0년도에는 500건 이상의 지원계약이

체결되었다. 50명 이하의 고용을 가진 수공업과 공업부문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

았다. 2000년 10월 이후 연방과학기술청이 신성 있는 소기업과 경제성 있는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로그램은 독립 문가 원회에 의해 포 으로 평가

되고 있다. 원들은 외국을 포함한 동연구와 연구정책의 평가로부터 교훈을

도출하고자 하 다. 신 인 소기업의 동연구를 지원하기 한 안정 이고

쉬운 지원체계형태에 한 제안은 년 말에 정되어 있어 기 되고 있다. 로

그램이 고찰해야 할 심사안은 다음과 같다:

∙ZUTECH를 지닌 기업연구결사단체(AiF)에 의한 산업 공동연구

∙동독 지역의 외국 연구기 과 소기업의 로젝트 지원

∙ 신 연결망(InnoNet)의 지원

∙기업사이의 동과 연구기 이 있는 기업(PRO INNO)의 동에 한 지원

한 기술경제 하부구조의 연결망을 화하고 연방기구인 PTB

(physikalisch-technische), BAM(Materialforschung) 그리고 BGR

(Geowissenschaften und Rohstoffe) 사이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외에도

경제의 기술이 을 한 새로운 조치들이 추가 자극을 주게 될 것이다. 처음에

는 연방기구가 특히 소기업을 심으로 50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 약 25개의

로젝트를 시작하 다. 결과는 무엇보다도 품질검사, 기술 안정성, 제품 안정

성 등의 역에서 신 생산과정, 서비스를 한 조건을 만들어 낼 것이다. 경

제계는 기업 자신의 연구개발에 해 스스로 재정 조달을 하고 이를 통해 로젝

트 비용의 평균 30%를 부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식과 기술이 의 개선은 연방정부가 4가지 공세 략(실용화,

설립, 특허화, 경쟁화)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실행 로그램 “시장의 과학화

(Wissenschaft Märkte)”에 유용하다. 실용화라는 공세 략을 통해 특허와

이의 실용화에 학의 역할이 강화되고 인 라를 지원하고 있다. 설립이라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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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표는 과학자들이 연구결과의 상용화를 하여 자신의 기업을 설립하는 것

을 뜻한다. 이러한 두 가지 공세 략에 한 조치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방재정으로부터 총 1억 마르크가 지원될 것이다.

3.2. 학 지원

오늘날 신연방주는 학과 문 학에 해 지역 으로 문분야별로 제도 으

로 차별화된 제안을 하고 있다. 서독지역에서는 수년 부터 발생한 학

의 설립이 동독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다.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독일 학에서의 수업연한을 비교한 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동독지역의 평균수업연한은 독일 체 평균기간보다 짧다. 상 으로

짧은 기간에 졸업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다. 이것은 좀더 낳은 교

육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학 스스로 세운 학업계획과 학생들의 생각, 즉 학

업을 빨리 마치고 직업을 구하려는 것에서도 기인한다.

3.2.1. 연방교육지원법(BAföG)

2001. 4. 1 개정된 교육지원법의 시행 이후, 지원법은 이제 더 이상 동서독

사이에 차이가 없다. 새로운 교육지원법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교육지원과 련하

여 잔존하고 있던 차이를 제거하 다. 새로운 교육지원법에는 학생에 한 최

고지원을 월 1,140 마르크까지 올렸다. 출은 최장 20년 이내에 같은 비율

( 재는 월 200 마르크)로 상환한다. 출에 의한 총 부채는 새로운 법에 따르면

학생 1인당 20,000 마르크로 제한된다.

2000년에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에서 164,000명이 출 지원을 받았으며 이것

은 지난해에 비해 거의 12,000명 는 8%가 증 한 것이다; 구연방주에서는

3%가 늘어났다. 출지원의 증가는 제20차 연방교육지원법 개정에 의해 면제

액이 상승한 것에 기인한다. 년 4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교육지원법의

효과는 재까지 통계처리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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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학문 후계자의 유출과 입

신연방주 학교육의 높은 수 으로 인하여 학졸업자에 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는 많다. 직장을 구하는 학졸업자의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사이의 이동을

주제로 하여 학정보연구(HIS: Hochschul-Informations-System) 유한회

사 하노버가 실시한 1998-1999년 학졸업자에 한 조사는 베를린을 포함해서

신연방주의 학졸업자 에서 5명 거의 1명이 자신의 일자리를 구연방주에서

발견하 고(약 4,400명), 이와 반 로 서독 학을 마치고 신연방주에서 직장을

발견하여 이주한 사람은 2.5%(약 3,200명)이다.

학과 공에 따라 유출과 입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이주율이 높게 나

타나는 분야는 무엇보다도 엔지니어와 정보기술학과의 역(-15%)이며 한

문 학의 학 를 가진 경 학과(-27%) 출신도 그러하다. 연방정부의 신력을

지향하는 경제지원정책의 목표는 이러한 경향을 지하고 동독경제의 미래와

련된 필요한 분야의 학 졸업생들이 동독지역 재건을 해 요한 역을 담당

하도록 하는 것이다.

3.2.3. 학 연구과제의 새로운 형태

증하는 국제 경쟁력에 응할 수 있기 하여, 학은 실천 가능한 그리고

국제 으로 양립할 수 있는 연구가능성을 제공해야만 한다. 연방정부는 그래서

많은 로그램을 가진 새롭고 국제 인 연구교과목을 신설하려는 학을 지원하

고 있다.

3.2.4. 로그램 “국제 경향의 교과목”

이 로그램의 틀안에서 재 52개의 국제 교과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16

개 교과목은 동독지역의 학에서 취하고 있다. 박사 후(Post-Graduation) 교과

목으로서, 특히 경제학, 자연과학, 기술과학의 학과에 해서는 1개 교과목은 외국

에서 학 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학생뿐만 아니라 외국 학생들에게도 개방

되어 있다. 재정조달과 련 2005년까지 총 6,050만 마르크를 계획하고 있다.



독일통일백서
                                                                                    

- 48 -

3.2.5. 로그램 “신규 교과목”

연방-주정부 로그램의 틀안에서 발 한 신규 교과목은 특정한 방식으로 재

와 미래의 노동시장 직업의 발 과 련되어 있다. 특히 공 이고 사 인 서비

스업분야로 여가와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신기술이 여기에 속한다. 신연

방주는 평균 이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1년도에 아마도 체 연간 산액의 약

42%가 신연방주에 지원될 것이다. 2개의 로젝트를 시하면 다음과 같다:

∙메클 부르크-포어폼메른에 소재한 문 학 슈트랄 트의 복수 교과목인 경제

학-엔지니어학제(1999. 1. 1부터 2004. 5.31; 연방자 약 863,000 마르크),

∙ 란덴부르크에 소재한 문 학 빌다우의 텔 마틱(Telematik) 과목

(2000. 7. 1- 2003. 6.30; 연방자 약 262,000 마르크)

3.2.6. 정보학의 지속발 (WIS)을 한 긴 로그램

WIS는 연방정부의 발의에 기 해 연방과 주정부가 의하여 결정하 다. 정보

학에서 추가 인 교육능력을 창조하고, 교육시간을 단축하고, 학의 연구제안뿐

만 아니라 학사와 석사학 를 수여하는 새로운 교과목의 개발 운용을 쉽게 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5년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1억 마르크의 지

원 산을 포함하고 있다. 산은 연방과 주정부가 각각 50%씩 조달해야 한다.

신연방주의 지원조치로 해 약 2,200만 마르크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로그

램의 신속한 실행을 통해 최 의 조치는 이미 2000/2001 겨울학기에 취할 수

있었다. 그 사이에 모든 연방주에서 신청이 선택되어 승인되었다. 2001년에는 신

연방주에 있는 학을 해 총 480만 마르크를 제공하고 있다.

3.2.7. 미래를 선도하는 학

교육 학습 소 트웨어의 지원을 한 로젝트가 공모되었다. 베를린과 신

연방주는 체 공모 24%의 승인을 획득할 수 있었다. 교육 학습 멀티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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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형태의 확 와 범 한 이용을 진하기 하여, 신연방주에 있는 학에서

만 39개 로젝트가 새롭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구상을 발 시켰다.

연구결과로부터 신속하고 새로운 특허와 시장지향 상품이 생겨날 수 있기 때

문에, “시장의 과학화(Wissenschaft Märkte)”라는 로그램의 틀 안에서 극

실용화 정책이 계획되었다(3.1 참조). 이러한 정책은 특허자와 실용화 입안자

들에 의한 공장설립을 수월하게 하고 특허지원을 용이하게 해주며, 이를 통해 신

연방주가 히 배려될 수 있었다.

신연방주에서 교육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는 “고 인력 유출(Brain

Drain)” 신 “고 인력 유인(Brain Gain)”를 통해 특히 독일의 학생과 신진

과학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에서 온 신진과학자와 최고 연구자들은

독일에서 교수와 연구체류가 보다 쉽게 되었다.

3.2.8. 학 설립

설립자 실험기기자 과 련 신연방주 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하여

학의 확충이라는 공동의 과제 틀안에서 내년에도 역시 계속 인 노력이 요구된

다. 2000년도에는 신연방주에 있는 학의 설비와 건축에 총 11억 9,500만 마

르크가 투자되었다. 연방 체에 사용된 자 에서 25%가 동독지역 학에 사

용되었고 학생들을 기 으로 하면 약 11%(1998년 기 )가 된다. 이러한 자 을

가지고 를 들면 1997년에 북튀링엔(Nordthüringen)에 의한 문 학 노르

트하우젠(Nordhausen)의 확충은 우선 1,200석의 강의실을 만들 수 있었다.

이를 해 년에는 약 4,300만 마르크가 지원되고 있다.

학 건립지원을 한 연방정부의 몫이 2001년에는 21억 5,000만 마르크로

높아져, 신연방주의 학 확충에 요한 개선을 이룩하 다. 단지 공공재정에 의

존했을 때 가능했던 것보다 다양한 재원조달의 이용을 통해 계획하 던 학 확

충에 보다 일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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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국제 학술회의센터 건립 로그램

지난해 10월에 에어푸르트(Erfurt)에 국제학술회의센터(IBZ)가 알 산더 폰

훔볼트 재단(Alexander-von-Humboldt-Stiftung)에 의해 건립되어 에어푸

르트 학에 양도되었다. 이를 통해 신연방주(동베를린 포함)에 13개 학술회의센

터가 건립되었고 이른바 “국제학술회의센터 동독 로그램”이 종료되었다. 신연방

주의 국제학술회의센터 건립은 연방정부의 학 신 로그램(HEP)으로부터

7,200만 마르크, 훔볼트 재단으로부터 700만 마르크, 막스 랑크 회로부터

600만 마르크의 지원을 받았다.

신연방주에서의 학과 연구소 건립에 있어 국제학술회의센터는 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국제학술회의센터는 과학자의 교류를 지원하고 자격을 갖춘 과

학자가 학과 연구소에 자리잡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이를 통해 국제 학과

연구소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3.2.10.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신 연구체계 지원 로그램

지원 로그램은 학과 학문의 지속 발 의 지원과 연구와 교수에 있어 여

성에게 기회균등을 실 하기 한 연방과 주정부 사이의 상의 결과이며, 특히

신연방주를 해 연방교육연구부에 의해 시작되었다. 년부터는 경제연구소뿐만

아니라 학과 학 외 연구소 사이에 있는 학의 연구단체간 연계가 강화될 것

이다. 2003년까지 우선 1억 5,000만 마르크를 배정하 고 연방과 주에서 각각

50%씩 부담하게 될 것이다.

3.2.11. 실용지향 연구개발 로그램

문 학지원을 한 로그램의 구조 목 은 실용지향 연구개발의 경험과

인력배치 하부구조 인 제조건의 개선을 확보하는데 있다.

매년 신연방주의 약 25개 문 학에서 33%의 제안을 받고 있다. 약 150개의

구연방주의 문 학과 련하여 동독의 제안은 비슷한 비율로 재정지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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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00년에는 제안된 로젝트에 해 연방이 600만 마르크를 제공하 다.

년에도 지원은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3.2.12. EXIST - 학으로부터의 창업

EXIST(Existenzgründer aus Hochschulen)는 학의 창업분 기를 개

선하고 학문 기 에 의한 창업 숫자가 증가하는데 기여하 다. 5곳의 지역 연

결망(신연방주: 일메나우, 나, 쉬말칼덴의 GET UP 드 스덴의 EXIST)

에서는 기업설립과 기업가 정신의 동기부여, 직업훈련, 지원을 한 모델을 창

출하 다. 학은 이러한 연결망에서 과학, 경제, 정치의 트 와 함께 일하

다. 연방정부는 EXIST- 로그램을 해 1998년 이래 약 4,000만 마르크를 사

용하 다. 이 에서 약 33%는 신연방주에 의해 지출되었다. 재는 2004년까지

지원을 계속하기 한 차가 진행 에 있다.

지역 연결망의 구축 외에도 로그램 EXIST-Seed와 련하여 2000년 이

후에는 EXIST 로그램 지역의 학에 있는 개별 인 창업 로젝트가 지원되

고 있다. 신연방주에 재까지 12개의 창업계획에 해 총 120만 마르크(총

460만 마르크 에서)가 지원되었다.

EXIST 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로그램 EXIST-HighTEPP는 학에

창업지향 교육의 개선과 기술집약 기업 설립의 지원을 하여 나 학, 밤

베르크 학, 겐스부르크 학을 연결하는 로젝트이다. 이를 해 연방정부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박사나 교수직 부여를 한 논문작성의 틀 안에서 자연

과학이나 경제학의 창업과 련하여 390만 마르크를 지원할 것이다.

3.3. 연구구조와 신구조 강화

3.3.1. 연구인 라 확충

연방정부는 교육과 연구분야에 한 2001년 연방재정을 거의 160억 마르크로

증가시킴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강력한 지원을 한 략 인 결정을 내렸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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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를 해서는 2001년 자 에서 약 34억 마르크를 책정하 다. 이것은

체 산의 21%로 체인구 비율 19%보다 높은 것으로 1998년에 비해서 약 6억

마르크가 증가한 것이다.

2001년도 신연방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 한 구조 지원을 해 계획된

자 120억 마르크는 동독의 연구센터의 화와 확충을 해 투입된다: 독일

연구 회(1998년에 비해 40% 증가), 헬름홀츠센터(1998년에 비해 6.6% 증

가), 라우엔 호퍼 회(1998년에 비해 60% 증가), 막스 랑크 회(1998년에

비해 36% 증가); 고트 리트 빌헬름 라이 니츠 과학 회(WGL)의 설립을

해 2001년도에 약 2억 7,000만 마르크가 계획되었다.

구연방주에 있는 연구기 에 한 지원증가율은 이와 반 로 상당히 낮다.

1998-2001 사이에 막스- 랑크 회에 한 자 증가는 단지 12.7%에 불과하며

동기간에 라우엔-호퍼 회는 심지어 정체상태에 있다.

신연방주 연구단체의 발 내용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신연방주의 막스- 랑크 회(정신과학 포

함)의 시설 확충이 계속되었다. 를 들면 드 스덴에 분자생물과 유 학

연구를 한 막스- 랑크 연구소가 년 에 연구를 시작했다. 앞으로 여기

에서는 300명의 과학자가 25개 연구그룹으로 나뉘어 세포, 분자구조, 유

학 등에 념하게 될 것이다. 약 150명의 정상 과학자들이 이미 연구소에

정착하 고, 년 에는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유럽 분자생물연구소에서 100

명의 문가들이 드 스덴으로 옮겼다.

∙헬름홀츠센터(HGF)는 연구 개발 그리고 지식과 기술이 에서 연구를 시

작하 으며, 국제 로그램의 연결을 강조하고 있다. 두드러진 것은 600명

의 인력이 연구하고 있는 포츠담 지리연구소(GFZ)로 유럽 체에서 지질학

과 기후학 부문의 지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 동 연구소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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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연구 성(CHAMP)을 우주로 쏘아 올렸다. 동연구소는 지진연구에 있

어서도 국제 으로 탁월한 명성을 리고 있다. 지진에 의한 재난시 긴 조

치반의 세계 출동은 동연구소에 의해 조정된다.

∙연방과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연방주의 학 외 연구기 의 발 순 에

해 학술 원회는 자신의 평가기 틀안에서 성공한 것으로 발표하 다. 연구

소의 90%가 좋음과 매우 좋음(평가기 은 일반 으로 “매우 나쁨, 나쁨, 보

통, 좋음, 매우 좋음”으로 나타남)을 받았다. 그러나 학과 합동연구는 아직

도 강화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 기술지향 경쟁센터

연방정부의 지원정책에 근거해 신연방주의 하이-테크분야는 성공 으로 발 해

왔다.

∙생명공학의 핵심과제

연방정부의 미래투자 로그램의 요한 구성요소 의 하나는 국가 으로 게놈

연구망을 세우는 것이다. 국제 원회는 향후 3년간 이러한 목 을 해 사용될 3

억 5,000만 마르크의 배분에 하여 결정하 다. 1억 3,300만 마르크를 가지고

5개 할센터가 핵심 으로 지원받게 될 것이고 그 에는 베를린-부흐에 있는 막

스-델 뤽 센터(HGF), 베를린에 있는 막스- 랑크 분자유 학 연구소 등이 있

다. 1억 3,200만 마르크는 16개 학이 참가한 유 질환의 질병연구망에 투입될

것이다. 한 윤리 , 사회 , 법 문제 역시 게놈연결망 형성에 통합할 것이다.

총 6,500만 마르크가 기반기술과 생명공학 기술 등에 지출될 것이다; 그 에서

3,600만 마르크가 신연방주의 베를린과 작센의 연구센터에 투입될 것이다.

재 베를린과 란덴부르크 지역에 매년 9-10개의 생명공학 회사가 설립되고

있다. 체 숫자는 거의 150개에 이른다. 부분은 아들러스호 , 부흐, 샬로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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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크, 헨니히스도르 , 슈테그리츠, 포츠담에 집 되어 있다. 재 2,500명의

종업원이 생명공학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며, 이러한 숫자는 내년이면 배로 증가할

것이다.

2001년 에 막스- 랑크 분자유 기술 연구소에서 최근 설립한 베를린의 생

명공학기업은 베를린-아들러스호 에 자리를 잡고 출발하 다. 동 기업은 유 연

구를 가능하게 하며, 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이를 근거로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

는 특허 받은 바이오칩-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보스톤 컨설 그룹의 보고

는 베를린- 란덴부르크가 기술이 , 자본, 인 라, 노동력 등에서 좋은 입지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지역은 유럽의 요한 생명공학 단지로 발 할 것이다.

∙마이크로 일 트로닉의 핵심과제

미래의 마이크로칩 공장의 기반을 강화하고, 연방정부가 2억 5,000만 마르크

를 지원한 300-mm- 로젝트는 국가지원의 효율성을 증명하 다. 드 스덴에

있는 인피네온(Infineon)에 의한 새로운 300-mm 칩공장의 건설과 부르크하우

젠(Burghausen)에 있는 300-mm 와이퍼공장과 함께 세계 으로 새로운 기술

에 근거한 최 의 생산기지가 되었다. 세계 규모의 공장이 건설 이거나 계획

에 있다. 드 스덴 지역에서는 후방 효과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직 고용을

통해서 총 약 6,000명의 장기 고용을 새롭게 창출하 다.

∙ 라스마연구의 핵심과제

독일의 요한 경쟁력의 하나로 그라이 스발트에 소재한 라스마기술 과정의

핵심기술은 더 실용화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그라이 스발트의 온 라

스마물리학 연구소의 연구성과가 이에 한 증명이 되고 있다. 연구소는 2년

110명의 직원( 재는 90명)으로 새로 건립되었고 연방과 주정부에 의해 3,100

만 마르크가 지원되었다. 2000년도에만 연구소는 기업으로부터 300만 마르크의

연구자 을 조성하 다. 최근의 로젝트는 “바이오그 마(Biogrema)”라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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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라이 스발트 연구소와 로스톡 학 그리고 로스톡 생명공

학 기업의 공동작업에서 인공 이식조직의 코 을 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 이 연구의 주안

작센에 있는 연구센터 로센도르 회(WGL)에서 재 고도의 빛과 낮은 오

염배출(ELBE) 그리고 자유 자 이 (FEL)를 가진 도체의 40-메가 자볼

트 자가속기(supraleitender 40-MeV-Elektronenbeschleuniger)가 만

들어지고 있다. 자유 자 이 는 물리, 생물 그리고 의학 조사에 이용될 수 있는

강력한 외선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상용화는 년 말에 가능할 것이다. ELBE

의 총비용 2,850만 마르크의 반을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 성을 통한 지질연구의 주안

지난해 독일 지질 성 챔 (CHAllenging Mini Satellite Payload)가 러

시아의 우주정거장 세츠크(Plesetzk)에서 지구에 가까운 궤도로 발사되었

다. 챔 는 5년 동안 지구 력과 지구자기를 고도로 높게 측정하고 기권과

리권 조사를 할 것이다.

로젝트 챔 는 신연방주를 한 연구 로젝트로서 성 제작을 통해 재의

능력을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과제의 60%는 신연

방주의 8개사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유럽에서의 경쟁력과 국제 경쟁

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연방이 마련하는 자 은 실 단계에 필요한 7,000

만 마르크이다.

로젝트를 통해 신연방주는 인공 성 제작 역에서의 과학 지식을 입증하

다. 챔 에 참여하려는 국제 심은 컸다. 미국의 나사(NASA), 랑스의

CNES 그리고 미국의 항공연구소가 비용 없이 제공되는 측정기구를 가지고 로

젝트에 참여하 다. 이를 통해 우선 과학 연구기 과 기업을 한 후속 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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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작될 수 있었다. 그래서 미국의 나사는 독일․미국의 합동 로그램인

GRACE-Mission을 한 두 번째 성제작의 탁을 독일에 하 다. 과학-기술

인 인 라구조의 확충은 신연방주에서 체로 마무리되고 있다. 새로운 연구기

은 구연방주의 그것과 비교하여 양 으로나 질 으로나 축될 필요가 없게 되

었다. 연구소는 공공기 이나 경제계의 극 참여를 통해 성공 으로 기 을

조달하고 있으며, 연구능력도 확 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연구개발인력도 서

독지역의 수 에 이르고 있다.

4. 연결망 - 성공의 열쇠

4.1. 지역 연결망의 강화

4.1.1. InnoRegio - 지역을 한 신 동인

연방정부는 1999년 InnoRegio라는 로그램을 가지고 최 로 지역 능력과

연결망 형성을 신 지원의 계기로 하려는 목표를 가진 지원방안을 선택하

다. 공동의 신구상을 지닌 교육기 과 연구기 의 조 그리고 경제와 정부의

조를 통해 지역의 경제 발 을 강화하고자 하 다.

2000년 10월 지원을 한 19개 신계획을 선정하는 심사 원회의 결정에 따

라 로그램의 실행과정이 시작되었다. 6개의 InnoRegio 로젝트는 계획의 개

정에 따라 하나의 지원으로 유지되었다. 동 로그램에 있어 요한 “기업 ” 기

능(조정된 행정과는 다른)은 연결망 리에 도움이 된다. 2001년 이래 각각의

로젝트의 실 을 한 이니셔티 가 시작되었다. InnoRegio를 해 총 5억

마르크가 2005년까지 지출될 것이다.

InnoRegio 과정을 통해서 움직 던 지역에 있는 신 련 자발 조직은 지

원정책이 지자체 역에서 성공 인 활동으로 이어지는 출발 이 되고 있다. 이

러한 과정에서 선정된 로젝트의 규모 보다 InnoRegio 아이디어 확산효과가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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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미래시장을 한 지역간 연합

444개의 InnoRegio 신청에서 나타난 신연방주의 신잠재력은 연방정부에

의해 계속 지원되고 있다. 체 신청에 한 평가를 통해 유망한 기술 문분

야와 련된 특색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2001년에 “미래시장을 한 지역간

연합”이라는 발의의 틀안에서 18회의 포럼 개최를 통해서 진되고 있다. 최 의

행사는 2001.4. 5 - 6에 치타우에서 “ 라스마에 의한 표면처리기술을 한 새

로운 용 역”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포럼은 신과정을 평가하고 생산과정

에 새로운 기술 는 서비스업에 용할 수 있도록 지역간 신에 한 화와

동을 마련하 다. 주정부와의 긴 한 조와 강력한 지도활동을 통해 포럼에

의해 논의된 활동이 지속 으로 발 할 수 있게 된다.

4.1.3. 신 인 지역성장의 심

연방정부의 미래투자계획(ZIP)의 틀안에서 효과 인 지원이 InnoRegio에 의

해 계속 발 되었고, 신연방주를 한 “ 신 인 지역의 성장의 핵”이라는 로그

램이 진행되었다. 로그램에서 주안 은 경제 실행가능성을 - 짧은 시간에 -

여 히 강조하고 있다. 지원방침은 과학 이고 기술 인 능력의 환가능성을 경

계획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제안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 로그램에 한 신청에서 5월말의 신청마감까지 신연방주로부터 123개의

지역 제안이 신청되었다. 이러한 신청의 결과 약 1,900개의 독자 로젝트가

생겼다. 내용 으로는 약리학으로부터 공업재료까지 그리고 교통 련 기술로부터

해운기술까지 풍부하 다. 로그램을 해 총 1억 5,000만 마르크가 계획되어

있으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5,000만 마르크가 사용될 것이다.

2000년 지역의 신지원 조정 의 임명과 함께, 연방정부는 연방정부, 주정부,

유럽연합에서 각기 다른 문 로그램으로 근하는 세 방향의 로그램을

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유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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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신 창업 실험

신 인 지역의 성장의 핵이라는 로그램의 틀안에서 연방정부는 목 외에

도 신연방주의 학과 연구기 창업지원에서 애로 상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학의 신지향 이고 창업지향 학과 역과 기술이 기 의 성과지향 태도

는 한계선상에 있는 인 라에 한 지원과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

주정부와 력하여 - 신 인 지역 성장의 핵심을 지원한다는 맥락에서 이른바

라우엔호퍼 회, 헬름홀츠 회의 연구기 과 학에 있는 신 창업 실험

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발 은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방법에서 새로

운 자극을 도입하게 되었다.

4.1.5. 공동의 과제로서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 - 지원방안 “지역 리”

지역 연결망, 연합, 로젝트 제휴 그리고 신그룹의 확충은 공동의 과제라

는 틀안에서 지원되고 있다. 목 은 지역 자체의 발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지

역간 력을 강화하며 재의 능력을 좀더 강력히 활용하는 것이다.

4.2. 기업과 과학의 능력 결합

지역 력의 지원 외에도 문 능력의 결합은 계속 으로 연방정부 정책의

주안 이 되고 있다.

4.2.1. 기술 연결망

수많은 아이디어경쟁 신과 함께 연방정부는 지역 경제의 지속발 을 한

력의 장 을 이용하는데 기여하기 하여 교육, 경제, 과학부문 활동자들의 연

결을 지원하고 있다. 신연방주의 주요 사례는 Optec-Berlin/Brandenburg

(OpTecBB) 회이다. 동 회는 연방교육연구부에 의해 학기술 부문에서 7

우수회사로 인정되었으며, 베를린-아들러스호 에 있는 막스-본 연구소(WGL)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베를린/ 란덴부르크 지역의 회, 기업, 연구기 들이 제휴

한 형태이다. 동 회는 재 36개 회사, 19개 학문 연구기 , 6개 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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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참여한 기업은 지멘스(Simens AG),

쉐링(Schering AG), 인피네온(Infineon Technologies AG)이 있다. 지난해

베를린-아들러스호 에서만 학분야의 매가 30% 증가하 으며, 기업 설립을

한 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유기 폴리머로부터 박막 태양 지에 의한 폴

리머태양 지/제리엘 제작의 연결망에서 루돌슈타트(Rudolstadt)에 있는 튀링

엔 섬유․합성수지 연구소와 라이부르크(Fireiburg)에 있는 라운호퍼 태양

에 지 연구소에 의해 공동으로 연구되는 두 개의 로젝트에 한 구상이 진행

이다. 연결망은 “재생 에 지 역에서 기 연구를 한 연결”이라는 아이디어

경쟁의 틀안에서 34개 신청 에서 지원 상을 선정하 다. 이러한 연결망의 트

는 올덴부르크(Oldenburg), 울름(Ulm), 나(Jena), 일메나우(Ilmenau),

드 스덴의 학과 HMI 베를린 연구소, 마인츠(Mainz)의 막스- 랑크 화학연

구소가 학외 연구기 으로 참여하 다. 이 분야에서의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참여하는 련 기업은 다양한 부분 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4.2.2. 인터넷 기반 - Kompetenznetze.de

2000년 이래 독일에서 최상의 연결망이 인터넷상에 “kompetenznetze.de”

- 엄격한 기 아래 - 로 등록되었다. 시작한 지 1년만에 벌써 연방 체에 걸쳐

66개의 련망이 착수되었다. 련망의 참여자는 교육, 연구, 경제, 서비스업 등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공 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연방주에서는 11개의

연결망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안 은 베를린- 란덴부르크 지역에 있다. 를 들

면 “BioTOP 베를린- 란덴부르크”, “NanoOptoelektronik 베를린”,

“Verkehrstechnik 베를린”과 같은 것이 있으며, 이외에도 기술 삼각지인 나-

일메나우-에어푸르트에 있는 “Bildverarbeitung 튀링엔”, “BioInstrumente

나”, “Ophthalmoinnovation 튀링엔”, “OptoNet 나” 등이 있다. 상호 연

결은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Ultradünne funtionale Schichten

작센”은 자신의 사무소를 드 스덴에 가지고 있고, “Maschinenenbau

Sachsen”은 헴니츠에, “Kreislauffähigkeit von Werkstoffen”은 메르제부르

크(Merseburg)에 지사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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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PRO INNO - 연구 력을 한 로그램

연방정부는 계속해서 소기업의 신능력을 강화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한 소기업으로의 이 을 통해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는 연방 체

“ 소기업의 PROgrams INNOvationskompetenz”의 시작으로 실용화를

한 제조건이 충족되었다. PRO INNO는 빠른 속도로 특히 신연방주의 소기

업 기술정책을 지탱하는 지주가 되고 있으며 수요 한 증가하고 있다.

지 까지 신연방주의 경우에 1,500건의 지원신청에 해 체 로그램의

60%에 속하는 2억 7,000만 마르크가 승인되었다. 이를 통해 7억 5,000만 마

르크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었다. 2001년도에는 신연방주를 해 새로이 1억

4,000만 마르크가 계획되어 있다. 여기에는 1,000여개의 소기업과 140개의

신연방주 력 연구기 이 참여하고 있다. 지원되는 력 로젝트의 50% 이상

에 연구기 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공과 학과 외부 기업연구기 이 참여하

고 있다. 이 제도는 소기업 경제의 신을 한 동력으로서 요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4.2.4. 신망(InnoNet) - 연구기 간 연결망

이것 역시 연구기 과 소기업 사이의 특별 연결망을 지원하고 있다. 신연방

주는 50% 이상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5. 인 라의 지속 확충

5.1. 교통인 라 확충

연방교통로계획 1992(BVWP 92)는 재 보완되었다. 동시에 재정기본틀,

로젝트비용, 교통 측의 기본으로서 시나리오 그리고 측 자체도 실화되었고

체 인 경제평가방법도 화되었다. 이를 통해 주정부, 지역단체, 건축계획으

로부터 새로운 연방교통로계획에 이르기까지 계획의 확실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

었고, 철도, 도로, 수로의 역에서 진행 인 모든 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까

지 하나의 투자 로그램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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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방교통로계획에 한, 특히 생태학, 공간질서, 도시건설의 특별한 고

려하에 평가방법의 화를 한 문 기 작업은 체 으로 종결되었다. 구

조자료 측, 최근 교통 측 그리고 화된 방법이 비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

은 이미 “교통보고서 2000”에 수요계획에 한 검 결과와 함께 철도, 도로와

수로 역에서의 최근 발 그리고 통합된 교통정책, 국토계획, 도시계획의 요

한 교통정책 측면에서 실화되고 있다.

재 로젝트는 새로운 데이터와 화된 방법의 기 에 근거해 평가되고 있

다. 성과는 재정 실 가능성을 포함한 검증을 받게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연방

교통로계획의 구상을 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주정부와 연방 할기 의 합의 이후 그리고 문가와 단체의 청문회 이후 연

방교통로계획이 연방각료회의의 심의 결정을 해 제출되어야 한다. 법 기

반은 이러한 차를 통해 마련된다. 계획이 새로이 체될 때까지 재 계획은,

특히 입법자에 의해 결정된 긴 성 때문에 법 으로 계속 유효하다; 계획의 임

이 재의 긴 한 필요에 한 계획일 때 더욱 그러하다. 연방철도확장법과 간선

도로법의 개정은 15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경제학 ․생태학 목 의 환을 해 교통로와 환장에 한 투자는 종합

교통개념에 통합되고 있다. 그것은 철도와 수로를 이용하는 인 ․물 이동

의 평균 증가를 넘어서는 높은 비율을 충족시키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환경에 합한 이동성 보장, 지속 인 공간구조와 주거구조 그리고 모든 교통수

단에 한 정당하고 공정한 경쟁력 조건의 창출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교통부문에 한 재정은 연방재정에서 가장 큰 투자부문이다. 연방정부 체

투자지출의 39%가 교통부문에 투입되고 있다. 투자지출에 있어 신연방주의 인

라 확장이 다른 것에 우선하고 있다. 교통인 라의 화를 해 필요한 자 은

연방정부에 의해 결정된 내년도 계획 건설의 확실성이 보장된 로그램을 통

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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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교통인 라 투자 로그램 1999-2002(IP)

연방정부는 재 진행 이며 재정지원하고 있는 그리고 2002년까지는 착수해

야 하는 도로, 철도, 수로에 한 계획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국철, 국도,

연방수로의 확충을 한 투자 로그램에 통합해서 정리해야 한다. 투자계획은

1999년 11월 3일의 연방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총 674억 마르크의 투자 액을

포 하고 있으며, 그 신설과 확충을 한 자 이 약 360억 마르크 달한다. 이

러한 자 은 교통인 라의 수요에 부응하게 될 것이며, 투자계획은 3가지 제조

건하에 운용되고 있다.

① 건설 인 로젝트에 한 지속

② 도로와 철도 투자자 의 단계 조정

③ 독일통일 교통 로젝트(VDE)의 우선권 보장

674억 마르크의 투자 에서 신연방주에는 약 349억 마르크가 계획되어 있다.

이것은 체 투자계획의 52%에 해당한다. 신연방주의 교통수단별 투자는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 연방철도에 약 45%

- 연방도로에 약 59%

- 연방수로에 약 41%

이를 통해 교통인 라 확충에 있어 신연방주의 우선권이 확실히 보장되었다.

5.1.2. 향후 투자계획 2001-2003(ZIP)

향후투자계획의 틀 안에서 추가 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철도망을 한

연방 산은 총 60억 마르크이고 연방국도망을 한 산은 27억 마르크를 책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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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투자는 철도의 생산성, 정확성, 신속성을 히 개선하기 해 우선 철도

교차 에 있는 서행구간과 취약구간을 제거하고 신호체계와 안 체계를 화하

는데 역 을 두고 있다. 어떤 로젝트가 비된 자 으로 구체 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한 확정은 독일철도(DB AG)와 합의하기로 되어 있다. 추가 자

에 의해 신연방주 역시 결정 으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연방도로망에 있어 도시와 지자체의 교통안 , 환경보호, 교통난 해소는 로젝

트 착수의 특별한 기 이다. 27억 마르크(신연방주의 몫은 5억 1,900만 마르크)

에 달하는 비된 투자자 은 우선 으로 우회도로 건설의 재정지원에 투입된다.

그 에는 교량건설과 같은 역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로젝트는 신연방주

와 합의하여야 한다.

향후 투자계획 이외에도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연방에 의해 진행 인 특

별 로그램으로부터 란덴부르크주는 4억 마르크, 메클 부르크-포어폼메른주는

1억 7,500만 마르크를 받게 되어 있다. 이 자 은 마찬가지로 우회도로의 건설

에 제공되게 될 것이다. 투자계획 이외에 우회도로 건설에 지원되는 신연방주의

몫은 약 35%에 이른다.

5.1.3. 신연방주 교통인 라를 한 유럽지역개발기 (EFRE)

- 연방 로그램(2000-2006)

유럽 원회에 의해 2001년 3월 승인된 2000-2006년 동안의 연방정부 교통인

라 운 로그램은 유럽연합의 구조기 의 틀에서 신연방주를 한 유럽연합의

목표 1 지원그룹의 구성요소가 되었다. 투자자 은 60억 마르크에 달하는데 그

에서 31억 마르크가 유럽지역개발기 에서 재정지원을 받는다. 공동재정지원은

주로 연방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주정부와 민간부문의 투자에 의해서도 보완될 것

이다. 로그램의 목표는 유럽횡단교통망(TEN)과 이를 통한 신연방주의 인 라

조건과 경제 개발의 기회를 한층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이미 계

획되어 있는 유럽연합의 동유럽으로의 확장을 고려할 때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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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법 근거에 맞게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독일철도와 합의하여 총비

용 1억 마르크에 달하는 로젝트를 해 유럽연합에 개별 제안을 신청하 다.

해당되는 선정기 과 제안신청의 과정은 연방, 주정부, 독일철도 사이에 합의하

다. 기본 으로 참여자들은 이미 1999년에 합의한 로젝트 제안을 지향하고

있다.

5.1.4. 독일통일 교통 로젝트(VDE)의 원활한 실행

17개의 독일통일 교통 로젝트는 총 690억 마르크가 소요된다. 그 에서

2000년 말까지 거의 370억 마르크(약 54%)가 마련되었다. VDE에 한 우선

재정지원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 게 되면 VDE 투자계획(IP)에서

상하고 있는 총투자액의 20%가 사용되게 된다.

연방철도

새로운 철도 로젝트의 환에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약 200억 마르크가

투자되었다. 6개의 로젝트는 운행 이다.

① VDE Nr. 2, 함부르크 - 베를린

② VDE Nr. 3, 우엘첸 - 슈텐달

③ VDE Nr. 4, 하노버 - 베를린

④ VDE Nr. 5, 헬름슈테트 - 막데부르크 - 베를린

⑤ VDE Nr. 6, 아이헨베르크 - 할

⑥ VDE Nr. 7, 베 라 - 에어푸르트

VDE 8.1에 있어서는 에벤스펠트-에어푸르트의 새로운 구간건설과 련하여

우선 에어푸르트-일메나우-볼 스베르크 구간이 완공될 것이다.

라이 치히/할 공항을 연결하기 해 VDE Nr. 8.2 에어푸르트-할 /라이

치히의 그뢰버스-라이 치히 구간이 우선 으로 공사에 착수될 것이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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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의 운행은 2단계로 진행된다. 2002년 말까지 라이 치히와 공항 사이가 개

통되고 2003년 6월에는 그뢰버스까지 개통되게 된다. 두 로젝트의 남부방향으

로의 연결 공사에 해서는 공사와 련 필요한 기간의 만료 당한 시기에

결정될 것이다.

VDE 8.3 할 /라이 치히-비터펠트-베를린 구간은 이미 95%는 완성되었다.

재 시속 160km로 운행되는 구간이 2003년 말까지 시속 200km로 운행되게

될 것이다.

연방도로(국도)

7개의 도로건설 로젝트에서 이미 1,043km가 완성되었고, 그것은 계획한

2,000km의 고속도로건설에서 52%로 차량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그 에서

768km는 6차선으로 확장되었고, 275km는 4차선으로 새로 건설되었다. 411km

는 건설 이다. 2000년 말까지 독일통일 교통 로젝트(VDE)를 해 150억 마르

크가 제공되었다.

6차선으로 확장된 하노버 동쪽의 교차로부터 베르더의 삼각지까지의 구간 A2

는 두 개의 짧은 부분구간까지 차량이 통행 이다. 마찬가지로 4차선으로 새로

건설된 막데부르크-할 구간인 A4는 최 로 VDE에 의거 개통된 도로이다.

A20 - 오스트제아우토반 - (4차선으로 새로 건설) 구간의 경우에는 2000년 말

까지 쇤베르크부터 로스톡까지의 92km의 구간이 체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6차선으로 확장된 베를린-뉘른베르크의 A9 구간은 베를린 환상도로부터 헬름

스도르 의 고속도로 교차로까지 그리고 튀링엔/바이에른의 주경계로부터 뉘른베

르크의 고속도로 교차로까지 끝이 났고, 아이제나흐-괴르리츠 구간A4(6차선 도

로 확장)의 부분이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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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는 요한 구간이 운행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는 고속도로 교차로 로

스톡-자니츠와 제발크- 츠라우/북부 고속도로 삼각지 우커마르크뿐만 아니라

6차선 확장인 A10의 루드비히스펠트 담(Ludwigsfelder Damm)도 속한다.

2001년과 2002년에는 그때마다 220억 마르크가 VDE에 투입되고 로젝트는

2005년 말까지는 체로 끝나게 된다. 최종 완결은 2007/2008년까지 계획하

고 있다.

연방수로

총 45억 마르크가 소요되는 하노버-막데부르크-베를린(Hannover-Magdeburg-

Berlin)의 수로 확장(VDE Nr. 17) 에서 약 13억 마르크가 공사에 투입되었

다. 확장공사는 항해에 가장 이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서

서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공사는 내륙운하인데 수로 교차로인 막데부르크

(Magdeburg)와 엘베(Elbe)-하벨(Havel)운하가 이에 속한다. 로텐제

(Rothensee) 갑문에 한 항해허가는 2001년 5월에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엘베 운하교, 호헨바르테(Hohenwarthe) 갑문, 새로 건설 인 베를린의 샬

로텐부르크 (Charlottenburg) 갑문은 공사 이고 늦어도 2003년까지 완공될

것이다.

6. 매력 인 주거 - 살고 싶은 도시

6.1. 신연방주지역 도시재건 로그램(Program "Stadtumbau Ost")

국가통일 이후에 지원정책의 범 한 기반으로서 주택정책은 신연방주에 한

주택공 을 근본 으로 개선하고, 신연방주와의 차이를 이는데 크게 기여하

다. 많은 건물의 신축조치와 화조치로 개인당 주거면 과 주택시설이 확실히

상승하 다. 인구감소와 자가주택의 증가가 함께 작용하여 지난해 임 주택의 재

고물량 증가로 나타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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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도시발 의 확보와 신연방주에서의 주택시장의 강화를 해 연방정부는

향후 8년간 21억 8,000만 마르크를 투입할 것이다. 동독지역 도시재건 로그램

은 높은 주거공동화 상과 연결된 주택정책 도시건설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기여를 하 다. 로그램은 결 없는 도시구조와 기능 인 주택시장을

통해 주거입지와 주택입지로서 신연방주의 매력을 개선하 고, 무엇보다도 건설

경기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것을 지원하 으며, 주민들을 자신의

도시에 묶어두는 비율을 높일 수 있었다. 동독지역 도시재건 로그램은 투자자

에 한 투자유발 이외에도 주택공 과 도시건설을 한 재정지원을 포 하고 있

다. 로그램의 핵심사안은 다음과 같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3억 마르크, 2006부터 2009년까지는 8억

마르크로 연방정부는 도시거주에 한 평가를 높이는 조치와 공동화되어 장

기간 사용하지 않는 주택에 한 재건축에 하여 지자체와 함께 주택공 을

지원하고 있다. 재건축조치는 도시의 미래능력에 한 투자로 여길 수 있다.

왜냐하면 주택 도를 감소시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연

방자 은 주정부와 공동으로 마련된다. 2009년까지 총 43억 마르크가 지원

될 것이다.

∙도시재건설을 포함하여 모든 건설의 기 로서 통합된 도시개발구상은 연방정

부에 의해 경쟁을 거쳐 선발된 200개의 도시와 지자체에 해 2002년에는

3,100만 마르크가 지원된다.

∙도시건설상 가치있는 주거로서의 활력을 지원하기 해 오래된 임 아 트에

한 화와 개선지역, 보존지역, 핵심지역으로 구분한 50년 의 문화재보

호물에 한 투자지원이 착수되었다(15%에서 22%, 지 까지의 평방미터당

1,200마르크 신에 2,400마르크).

신축에 의해 재산을 형성한다는 재의 소망을 도시건설상의 가치있는 상황으

로 유도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도심의 가치를 높이고 공동화상태를 이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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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연방정부는 3년간 매년 5,000만 마르크를 “도심의 노후주거 속에서

주택을 통한 재산형성”이라는 특별 로그램에 지원하기로 하 다. 그것은 자가주

택획득에 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련 자 은 연방자 과 마찬가지로 주

정부도 같은 규모로 증액한다.

6.2. 과거부채 정리

2000년 9월 1일 제2차 과거부채지원- 환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률은 동

독지역의 주택공 을 해 요한 개선책을 담고 있다. 과거부채지원- 환법에

따라 과거부채지원을 요청하는 주택건설기업은 경쟁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좀

더 일 사유화의무를 끝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사유화에 따른

부담의무에 한 기한이 2003년 말로부터 1999년 말로 앞당기게 되었다.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사유화에 따른 부담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주택기업이 재건신용기 을 통해 원래 기한약속보다 4년 일 계속 인

사유화의무로부터 해방되는 채무이행종결을 확인 받았다.

과거부채지원법의 환을 한 제2차 법률은 부정 원상회복의 사례에 한

조정을 포함하고 있다. 재산법에 따른 청원에 한 공공재산의 조정을 한 기

의 결정은 2000년부터 더 이상 보증된 부분경감의 지체감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택기업에게는 한 재정 해방을 의미한다.

과거부채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동독지역의 주택기업은 필요한 법 ․계획 안

정성을 획득하 다. 개정법은 긴 하고 필요한 투자를 해 지원가능한 모든 자

을 임차인뿐만 아니라 지방의 건축공 에도 유용한 임 차에도 투입할 것이다.

추가 으로 개정법은 증가하는 주거공동화 상에 직면한 주택기업을 한 특

별규정으로서 명령 임권을 포함하고 있다. 2001년 1월 1일에 시행에 들어간 명

령의 목 은 주택공 과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업 할기 에

서 최소한 15%의 공동화비율에 의해 태롭게 되는 주택기업에게 노후화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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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평방미터당 최고 150 마르크)에 한 추가 부담경감을 보증하는 것이다.

주택철거는 도시건설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수익성 있는 재개발이어야만 한

다. 연방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7억 마르크를 지원할 것이다.

명령 임권은 신연방주에서의 주택공동화문제에 한 해결을 해 계속 으로

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익성 있는 재건구상의 기 에 주택공

의 구조조정을 극복하기 한 단계 계기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

히 추가 인 연방지원이 정리조치를 해 7억 마르크에 달하는 비용을 주정부가

공동부담을 통해 보충함으로써 달성하 다. 명령 임이 주거공동화문제의 극복을

한 지역 이고 지방 인 체 구상을 제안하는 한에서는 출은행과 마찬가

지로 주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에 히 참여할 것이다.

6.3. 주거상황의 화

주거상황의 화를 해 재건신용기 (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의 출을 낮은 이자로 제공할 것이다:

∙2000년 2월 8일부터 시작된 재건신용기 -주거공간- 화 로그램 Ⅱ는

1990년 시작하여 2000년 까지 지속되어 총 1,200억 마르크의 투자를 유

치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 로그램 Ⅰ과 연결되어 있다. 100억 마르크의

출을 통해 후속 로그램 Ⅱ는 문화 보존을 한 건물뿐만 아니라 주로

노후된 건물과 고층 건물에 하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화조치 지원에

집 될 것이다. 로그램 Ⅰ과 다른 것은 신연방주가 이제는 로그램의 재

정조달에 50%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자율을 낮추기 해 5억

유로화를 제공하게 된다.

주거공간- 화 로그램 Ⅱ로부터 2001년 6월말까지 10억 9,000만 유로화의

부 이 주로 도심의 노후건물 64,000채에 한 개선을 한 자 으로 약속되

었다. 이를 통해 약 22억 마르크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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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2000년 10월 18일 연방각료회의에서 의결한 기후보호 로그램

을 통해 CO2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2005년까지 25% 낮추려는 정부의

의지를 실 하게 되었다. 2001년 1월 23일에는 체 연방지역을 상으로

하는 새로운 KfW-CO2-건물개선 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연방정부가 향후 5

년간 20억 마르크의 연방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동 로그램은 수많은 건물주

에 해 CO2-감소를 한 추가 재정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100억 마르

크의 재건신용기 을 통한 리 출은 330,000채의 노후건물에 하여 특

히 난방 화, 단열 는 창문개보수 등의 조치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지원

은 CO2 -배출을 주거면 평방미터당 최소한 40kg을 이도록 하고 있다.

출에 한 이자율은 3%까지 할인된다. 로그램 시작 이후 화투자를

해 2,325건의 출이 이루어져 거의 9,100채의 주택이 혜택을 보았다.

∙주로 재건신용기 의 자본으로 재정지원되는 KfW의 CO2-감소 로그램은

체 연방지역에서의 단열, 난방의 개별 조치들 역시 지원한다.

6.4. 주택보조비(Wohngeld)

지난번 마지막 개정후 10년 이상이 지나 최근에 이루어진 체 독일의 주택보

조비 개정을 통해 주택 사회정책 계획이 환되게 되었다. 총 14억 마르크

의 부개선 을 가지고 2001년 1월 1일 이후 소득이 낮은 가계에 해 주택비

용부담을 히 낮추어 주고 있다. 구연방지역의 주택보조비 수혜자는 매달 평

균 으로 83 마르크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보다 50% 증가한 것이다;

가족은 평균 으로 거의 120 마르크를 받아 혜택의 폭이 더욱 커졌다. 그 외에도

지 까지 주택보조비 청구권을 가지지 못했던 소득 가계들이 최 로 는 다시

주택보조비를 받게 되었다.

주택보조비 개정을 통해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의 주택보조비가 조정되게 되었

다. 신연방주의 비교 높은 주택보조비 수 은 2000년 말 이후에는 한시 인

경과규정을 두고 수혜자 평균원칙을 지키기로 하 다; 엄격한 균등화 규정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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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주택보조비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신연방주

에는 많은 추가 주택보조비 수혜자가 있다; 특히 어린이를 가진 가정은 지 까

지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 주택건설법의 개정

사회보호주택 건설의 지원은 사회 으로 책임 있는 주택정책의 요한 요소이

다. 향후에도 자신의 능력으로 당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가계를 지원하

는 것은 필요하다. 사회보호주택 건설의 과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되어 왔

다. 사회보호주택 일반주택 건설에서 40여년간의 높은 건설 활성화 이후 주택

정책의 면에 더 이상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정상 으로 작동한 주택

시장이 가계의 다수에 한 주택공 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사회보호주택건설에 한 규정이, 특히 제2차 주택건설법, 주택결합법, 주택의

결함제거법, 제2차 청구권규정, 신축건물 임차규정 등이 더 이상 시 에 맞지 않

게 되었다.

주택시장은 효과 인 조치를 통해 계속해서 사회 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왜냐하

면 일반 으로 좋은 주거공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은 소득으로 인하여 자유

주택시장에서 공 가능한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부담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특정한 인구집단은 시장에 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주택건설지원에 한 국가 조치는 - 향후 사회 주거공간지원 - 앞으로 무

엇보다도 자신의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없거나 주택시장을 통해서도 히 확보할

수 없는 가계에 해서는 공동주택이나 주택소유권이 있는 건축의 지원을 통해 원

조하는 것이 목 이다. 이러한 상은 지 까지의 권리와 비교하여 보다 낮은 소득

자가 수혜를 받으며, 주정부마다 필요할 경우에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상이할 수 있

다. 지원을 통해 혜택을 보는 가계가 지원을 필요로 하게 하는 것이다.

지 까지의 단지 신축건물 심의 지원 신에 앞으로는 재 존재하고 있는

주택상황을 주거공간 공 에 히 이용하는 것이다. 지원 상은 신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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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존하는 주거공간의 확보 등이다. 이외에도 주택기업과 지자체 사이에 경우

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업 담당자를 포함하여 력계약을 체결하기 한 법 틀

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재의 지원 계 속에서 아직 용되고 있다면, 주택건설권의 개정을 한 법

률(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재 연방의 주택건설권도 수정․보완하게 된

다. 동시에 부분 으로는 새로운 주거공간지원법에 한 조정이 계획될 수 있다.

이것은 소득경계, 가계 개념의 조 , 사회보호주택에 소 간 숙소할당의 도

입에도 유효하다.

연방은 앞으로도 재정지원을 통해 주정부의 사회보호 주거공간지원에 참여할 것

이며, 이러한 법 의무를 통해 어도 2억 3,000만 유로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두 개의 특별규정을 통한 주거공간지원법은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다양한 조

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별히 신연방주에서는 2008년 말까지 재 주택의 개보

수도 지원 상이 된다. 한 몇 가지 경우에는 특정 가계를 한 숙박권 보호의

차원에서 필요한 차를 거쳐 임 주택과 조합주택의 개보수와 화가 가능하

게 되었다. 이를 한 조건은 구부채지원법에 따라 공포된 주(州)법상의 규정에

근거한 해당 지역에 충분한 주거공간이 숙박권에 연계되어 있고 추가 숙박권에

한 수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기를 해 개보수 지원 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추가 인 숙박권에 한 수

요가 없을 때, 화 개보수 조치를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

다. 과거 구동독에서는 1936년에 동결된 임차료로는 규정에 따른 리도 정기

인 개보수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지원지역법과 재건신용기 의 화 개보

수 로그램으로 짧은 시간에 민간자본이 긴 하게 필요한 투자에 동원되었고,

여기에다 지난 수년간 주로 임 차 유지에 흘러 들어갔던 사회보호주택 건설자

이 추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택이 신속한 개선 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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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표를 가진 지원 로그램을 착수할 주정부의 재 가능성 이외에도 주거

공간지원법은 16개 주정부가 각각의 지역 구조 조건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알

맞은 규정을 택할 수 있는 수많은 역을 제공하고 있다.

6.6. 사회복지 도시, 도시건설 지원

연방은 연방-주정부- 로그램 “사회복지 도시(Soziale Stadt)”를 한 재정

지원으로 2001년에는 50% 늘어난 1억 5,000만 마르크로 증액하 다. 주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충자 으로 4억 5,000만 마르크가 지원을 해 마련되어 있다. 증

액에 따라 지원조치의 숫자가 2000년도의 210건에 비해서 249건으로 증가하

으며, 로그램은 더욱 범 해졌다. 비된 연방자 의 거의 22%를 차지하는

약 3,290만 마르크가 신연방주(베를린 제외)의 몫으로 되었다.

사회복지 도시라는 로그램을 가지고 연방과 주정부는 많은 도시에서 증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 문제에 처하게 되었다. 새로운 로그램의 발단은 극

이고 통합 으로 작용하는 도시개발정책을 통해 불리한 도시거주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지속 인 생활조건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치의 효율성은 공공

민간 자 의 기 조정과 조직화를 통해 향상되었다.

새로운 조치는 2001년에도 역시 신연방주를 한 모범 인 도시건설지원의 틀

안에서 지원될 것이다. “사회복지 도시”라는 로그램에 추가해서 도시건설지원

(2001년에 7억 마르크)을 한 체 신용한도액으로 신연방주는 5억 2,000만

마르크(약 74%)의 연방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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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도시건설지원을 한 연방의 재정지원(1991-2001)

단 : 천 마르크

* zu Berlin: Die Bundesfinanzhilfen flir den Ostteil sind umran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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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자 은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지원된다.

∙도시건축상의 개선 개발 조치

∙도시건축상의 문화재 보호

∙도시건축상의 신축지역의 지속 개발

도시건축지원을 한 2001년도 연방 로그램은 총 1,148건의 조치를 포함하

고 있으며 그 19건은 새로이 로그램에 편입된 것이다.

“사회복지 도시” 로그램을 한 실행은 지 까지의 도시건축상의 조치보다

다른 정책 역의 조치와 통합 인 다년 계획에 반드시 연계될 필요가 있다. 다른

정책 역으로는 주택정책, 경제 교통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정책, 공공의 안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다양한 자원의 시 지 효과에 도달하는 것은 새로운 도

시개발정책이 추구하는 최 목표이다. 이러한 의무는 모든 도시발 을

포함한다. “사회복지 도시” 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원된다:

∙주거상황의 개선

∙새로운 경제 활동의 추진, 지방 수 에서의 고용 창출과 유지

∙사회복지 인 라 개선

∙직업훈련 재훈련 가능성의 개선

∙안 한 도시를 한 조치

∙환경부담의 경감

∙공공의 근거리 교통

∙주거환경 개선

∙문화

∙여가

베를린에 소재한 독일 도시학연구소(Difu)는 로그램에 수반하는 역할을 지

역 인 개 리인, 정보 리인, 자문 리인으로서 받아들 다. 통합 로그램의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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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 “사회복지 도시”의 효과를 평가하기 해 주정부는 각각의 모델 역을 명명

하 다. 로그램에 한 최근의 정보는 인터넷 상의 www.sozialestadt.d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복지 도시” 로젝트와 다른 지원 로그램의 연결을

한 성공 인 사례로서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 의해 “사회의 심에

있는 청소년의 개발과 기회(E & C)”로 명명된 로그램을 들 수 있다. 동 로

그램은 “사회복지 도시”의 역을 확정하 고, 이에 의해 어린이 청소년 특

별지원에 을 두었다. 연방내무부에 의한 강제이주자통합 로그램의 지원

역과 련하여, “사회복지 도시”의 로그램 역과의 균등화가 시도되었고 연

계가능성이 지원되었다. 모든 통합 조치의 목표는 - 이것은 특히 신연방주에 유

효 - 도시 농 지역의 쇠퇴를 막고 지속 인 발 을 고 나가자는 것이다.

7. 직업교육의 개선과 청년실업문제 해결

7.1. 노동연합에서의 직업교육에 한 합의

은 세 의 직업교육기회 개선은 연방정부 직업교육정책의 주안 에 속한다.

“노동․직업교육․경쟁력을 한 연합(노동 연합)”에서 결정한 연방 체에 걸친

직업교육에 한 의견조정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한 긴 로그램은 이러

한 목 에 이르는 과정에서 분명히 진 을 이루고 있다.

직업교육 상황은 2000년도에도 계속 개선되었다. 체 으로 기업의 직업훈련

자리가 확실히 증가하여 좋은 성과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연합 트

들이 결정한 정보기술산업과 미디어 직업에서의 직업교육의 증가가 여기에 요

한 기여를 하 다. 이러한 발 으로 인하여 공 으로 재정지원 받는 직업교육에

서의 새로운 직업교육 계약은 - 노동 연합의 트 에 의한 노력이 증가할수록

이에 반비례하여 - 히 감소하 다.

지 도 직업교육의 상황은 지역 으로 아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연

방주에서는 기업의 직업교육 일자리에 한 제안이 여 히 충분하지 못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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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연방정부는 노동 연합에서 결정한 신연방주에서 기업의 직업훈련일자리 공

을 높이기 한 활동, 즉 “견습일자리개발자”라는 특별 로그램과 긴 로그

램에 따른 지역 로젝트를 지속 으로 지원할 것이다. 더 많은 기업에 의한

직업교육 일자리를 한 지역 력의 연결망에 한 지원은 직업교육에 한

의견조정에서 결정한 지역 직업교육일자리 회의의 구성요소로서 자격획득과 지

역 발 2001의 긴 한 결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속 으로 강화할 것이다.

이외에도 2000년에 17,000명의 추가 직업교육 일자리를 지원한 동독지역의

직업훈련일자리 로그램으로부터 공 인 재정지원을 받는 직업훈련일자리는 신

연방주의 로그램으로 그리고 긴 로그램의 순 에서 필요하다.

7.2. 청년실업 방지를 한 긴 로그램

직업활동을 시작했거나 하려고 하는 은 청년에 해서는 우리 모두 특별한

사회 책임이 있다. 주정부의 교육정책과 지자체 수 에서의 청년지원은 연방과

유럽연합의 노동시장정책, 은 사람들의 직업 그리고 노동시장에 한

균등한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은 사람들에게 직업교육, 자격증 그리고 고용에 한 추가 인 기회를 제공

하기 해 1999년 청년실업의 제거를 목 으로 하는 연방정부에 의한 긴 로

그램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 확 되었다. 이를 해 노동청의 재정에서 연

간 20억 마르크가 지출되었다. 행정기 , 지자체 그리고 조치수행자의 공동작업

이 성공 으로 진행되었던 긴 로그램은 2000년도에도 청년들에 의해 잘 수

용되고 있다. 1999년과 2000년에 총 268,000명의 청년들을 지원하 다.

성과에 근거하여 우선 1년으로 한정된 로그램이 2003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한 2001년 1월 1일에는 추가 수단으로서 청년 실업자의 채용을 해 특히

구조 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더 나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지닌 지역으로 이동을

돕는 이동지원제도를 도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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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지역에서의 높은 수요에 응하기 하여, 우선 신연방주를 한 긴

로그램의 자 40%에 한 사용을 계획하 다. 8억 900만 마르크(총 지출의

43.5%)의 지출을 통해 계획은 과 달성되었다. 2001년부터는 신연방주를 한

몫이 50%로 상향조정된다.

2000년 평균 약 76,700의 청년이 긴 로그램의 조치를 통해 지원받았다.

이 약 34,600명(45%)이 신연방주의 청년이다. 신연방주에서 약 42,800명의

청년이 새롭게 긴 로그램에 참여하 다:

∙채용시 임 비용 보조 : 21,000명

∙자격-고용창출조치 : 9,200명

∙훈련조치 : 4,100명

∙후속 추가자격 : 2,700명

∙기업외 직업교육 : 1,900명

동시에 신연방주에서 25세 이하의 약 162,000명의 청년이 법 조치를 통해

지원받았다.

7.3. 동독지역의 연방-주-직업교육 로그램

동독지역의 공동발의에 따른 로그램에 따라 연방과 신연방주는 1996년부터

신연방주를 한 특별 직업교육 로그램에 참여하 다. 로그램은 매년 연방과

주정부 사이에 새로운 직업교육의 상황 개에 맞추어 의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은 각각 50%씩 부담한다. 로그램의 이행을 통해 신연방주 측에서는 지방 특

성에 맞는 노동시장과 직업교육시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로그램의 범 내

에서 매년 9월 30일까지 직업교육 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은 원회의 결정과 함

께 유사기업에서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공동발의를 포함한 직업교육 로그램을 하여 연방은 1993년부터 2000년까

지 15억 마르크 이상을 지출하 다. 2001년도에는 진행되고 있는 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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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약 2억 2,400만 마르크를 계획하고 있다. 2000년 말까지 48,000명 이상

의 직업교육생이 로그램의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하 다.

노동 연합의 결정에 따라 연방은 신연방주에 한 참여를 2004년까지 지속하

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매년 새롭게 의해야 하는 로그램은 차 지원이 감

소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연방 직업교육연구소는 직업교육 로그램을 평

가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2002-2004년 사이 로그램의 바

람직한 향후 모습을 고려하고 있다.

견습개발자 로그램

한 연방교육과학부는 신연방주에서 2000년도에 다시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견습개발자 로그램을 지원하 다. 추가 인 견습자리를 획득하기 하여 견습

개발자는 직업훈련 수용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로그램

은 총 184명의 견습개발자를 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기되었다.

7.4. 범기업 직업훈련소 지원

범기업 직업훈련소는 특히 소기업의 직업훈련능력, 무엇보다도 농업과 수

공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에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경제계

의 참여를 통해 구연방주와 비교 가능할 정도의 발 을 이룩하 다.

연방측은 그 사이에 건설한 약 100곳의 화된 범기업 직업훈련소에서

10,400명이 넘는 직업훈련자리를 장기 수요에 맞추어 지원하 다. 추가 으로

약 6,000석의 학습자리와 1,500석의 기숙사를 갖춘 자리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지난해에는 연방 측에서 약 15억 마르크를 지출하 다.

히 감소하는 졸업생 숫자와 함께 2005년부터 상 가능한 인구 변동과

이에 따라 복수의 직업교육을 원하는 지원자의 두드러진 감소로 신연방주에 있는

범기업 직업훈련소는 새로운 도 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신속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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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을 통해 강화되고 포 인 에서 새로운 교육과 교수내용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연방 교육과학부는 새로운 지원 구상에서 이러한 요구를 반 해 나갈

것이다.

7.5. 미래선도 직업학교

미래선도 직업학교는 신연방주 직업학교의 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주

정부는 긴 히 필요한 투자를 해 재정지원(UMTS-이자기 의 추가 인 자 )

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기술과 미디어를 통한 직업학교 설비 개선

∙필요한 소 트웨어(교수 소 트웨어 포함)와 정보통신기술의 연결

∙기술의 활용을 한 기술 인 라

∙설비, 소 트웨어 용 수정과 같이 서비스와 연결된 투자

연방 체학교의 체학생수와 련 각 주의 직업학교에 있는 학생의 비율과

맞추어 주정부와의 행정 정의 틀 안에서 자 을 지역에 알맞게 분배하여야 한

다. 신연방주와 베를린은 이에 따라 2001년과 2002년에 총 5,800만 마르크의

자 을 분배받았다. 이것은 총자 액의 23%에 해당한다.

7.6. 학교의 연결망(Schulen ans Netz)

강의 로젝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은 신연방주에서 이제 높은 수 에

도달하 다. 이것은 학교 로젝트의 일환인 “학교 연결망” 등록 회에서 선발되

고 지원되었다. 로젝트의 거의 20%가 신연방주로부터 제안된 것이고, 이러한

비율은 독일의 체 학생수에 한 신연방주의 학생수의 비율과 일치한다.

인 교육 소 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은 단히 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다. 연방교육연구부는 2000년도에 교육에서의 뉴미디어 로그램에 6억 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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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하 고, 이것을 통해 향후 4년간 직업교육, 학 그리고 학교 역에서

질 으로 높은 교육 교수 소 트웨어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핵심과제는 직업

교육 역에서 정보통신기술-직업을 한 자격수 을 높이는 것이고, 이것과 함

께 인터넷에 기반한 교육형태를 통해 신연방주에서 지역 직업교육의 연결 형성

을 지원하는 것이다. 학교 역에서는 선발 차의 종료 후 신연방주에서의 로

젝트의 지원이 시작된다.

이것과 병행하여 연방정부는 다양한 로그램을 가지고 학교강의(InfoSCHUL,

SEMIK, Schulen ans Netz)에서 뉴미디어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은

신․구연방주 모두에 고르게 유용할 것이다.

LizzyNet-Schülerinnen im Netz(www.lizzynet.de)와 함께 학교 연결망

회의 소녀와 은 여성을 상으로 하는 온-라인 로젝트가 실 되었다. 통신

망을 한 제안 외에도 학생들은 정보 교육 로그램, 소녀와 은 여성들의

시각으로부터 컴퓨터․직업․생활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Surfcheck-Teens

ans Netz”은 청소년을 한 멀티미디어 교육 로그램으로 무엇보다도 인터넷에

심을 가지는 소녀들을 한 로그램이다.

7.7. “지역 경제구조 개선”이라는 공동과제를 통한 직업교육 지원

산업을 통한 직업교육일자리 창출은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이라는 공동과제

의 틀안에서 특별히 지원될 것이다. 직업교육자리는 최 한의 지원 의 할당에서

뿐만 아니라 지원 가능한 계획의 제조건을 충족할 때 두 배로 늘어나게 될 것

이다. 후자의 경우 특히 소기업에게 있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경제지향 인

인 라의 개선을 한 조치로써 직업훈련기 , 재교육기 그리고 환교육 기

의 확충 는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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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극 노동시장정책: 통합 지원

8.1. 고용창출과 실업방지

경제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많은 노력과 범 한 국가의 경제지원에도

불구하고 체 상황은 여 히 불충분하다. 동독지역의 실업은 136만명으로 감

소되지 않고 있으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신연방주의 경제는 지 까지 실업자의 숫자를 감소시키는 고용가능성을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동독지역에서의 제조업과 생산지향 인 서비스업은 더

성장을 움직이는 힘으로 발 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 서비스업과 건설분야에서의

지속 인 축소과정으로 인해 체 고용 증가가 지되고 있다.

장기실업은 여 히 독일 노동시장에서 커다란 구조 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

다. 물론 동독과 서독 사이에는 한 차이가 있다. 장기실업의 경우 서독지역에

서는 연평균 -7.1%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동독지역에서는 +6.7%로 오히려 증가

하고 있다. 장기실업자의 노동시장으로의 재편입을 해 2002년까지 연기된 긴

로그램은 2000년 평균 으로 약 32,000명을 추가 으로 지원하 고, 그

에서 동독지역에 한 지원은 약 10,500명이다.

통 으로 평균보다 높은 실업 험을 가진 인구집단은 고령의 근로자이다.

2000년 평균 인 고령실업은 지난해 동서독 지역 모두 년에 비해 11% 감소하

다. 이것은 동독지역의 일반 으로 어려운 실업상황을 배경으로 할 때 특별히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실업은 2000년도에 연방 체 으로 5.3%가 감소하 고, 신연방주에서

는 2.1%가 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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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0 -54 55 - 59 60 이상

1993 441,172 449,012 91,072

1994 425,036 554,463 96,317

1995 387,613 640,573 100,033

1996 369,222 746,014 105,809

1997 415,824 818,925 111,178

1998 386,704 793,017 129,740

1999 401,016 773,822 150,029

2000 402,894 635,054 157,682

<표 8> : 연령별․지역별 실업

- 연방 체 단 : 명

구분 50 -54 55 - 59 60 이상

1993 239,957 367,971 84,655

1994 264,956 434,876 87,002

1995 253,284 480,895 90,568

1996 254,021 536,090 94,647

1997 274,925 560,540 97,732

1998 271,564 546,520 107,778

1999 272,406 515,858 120,493

2000 268,056 427,771 126,058

- 구 연방지역 단 : 명

구분 50 -54 55 - 59 60 이상

1993 201,215 81,041 6,417

1994 160,080 119,587 9,315

1995 134,329 159,678 9,465

1996 115,201 209,924 11,162

1997 140,899 258,385 13,446

1998 115,140 246,497 21,962

1999 128,610 257,964 29,536

2000 134,838 207,964 31,624

- 신 연방지역 단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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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서독지역 동독지역

1993 1,728 993 734

1994 1,835 1,094 741

1995 1,761 1,101 660

1996 1,854 1,180 674

1997 2,042 1,280 762

1998 2,007 1,264 743

1999 1,939 1,220 719

2000 1,836 1,131 705

<표 9> : 여성실업(1993-2000)

단 : 천명

2000년도에 연방과 연방노동청의 극 노동시장정책의 조치를 해 총 424

억 마르크가 지출되었다. 노동시장정책은 강도 있게 지속되었고, 자 은 평균 이

상으로 신연방주로 투입되었다. 체 실업에서 신연방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35%

인 반면에, 신연방주의 극 노동시장정책을 해 연방과 연방노동청에 의해

지출된 자 은 46.7%(약 195억 마르크)에 이른다. 어려움은 직업훈련과 재훈련

조치, 고용창출 구조 응조치 그리고 재편입 보조 등에 있다.

2001년에는 총 444억 마르크가 제공될 것이고 년에 극 노동시장정책에

지출되었던 액보다 약 20억 마르크가 증가한 것이다. 여 히 높은 신연방주의

실업에 직면하여 신연방주에 노동시장정책 조치를 계속 으로 평균 이상으로

투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를 통해 구조 변화는 노동시장정책에 의해 계

속 지원받을 것이다.

8.2. 극 노동시장정책의 목표와 조치

극 노동시장정책(Aktiven Arbeitsmarktpolitik)은 신연방주에서 과거

에도 공 으로 지원되는 고용방안이었다. 실업자를 1차 노동시장의 장래성 있고

사회보장의무가 있는 고용으로 이끌기 해 직업소개소를 노동지원의 도구로 편

입하 다.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한 다양한 재편입 보조 외에도 특히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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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재교육의 지원과 고용창출조치는 - 자격비율의 증가 - 우선 목표설정의 달

성에 기여하 다.

1차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정도로 고용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에 성공하지 못한

다면, 실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2차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공 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좋다. 특히 신연방주에서 고용창출조치와 구조조정조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시 인 고용기회를 제공하 을 뿐만 아니라 구조개선에도 - 를 들면, 산업 오

염의 정리와 사회 서비스의 제공 - 두드러지게 기여하 다.

강력히 추진되는 극 노동시장정책이 내년에도 신연방주에서 계속되어야 하

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신연방주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의 에서 노동시장정책

수단의 사용이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도 확실하다. 2차 노동시장

에서의 고용은 지 까지의 구조개선 효과보다 강력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재

건을 본격 으로 지원하고 있다. 비록 직업 ․지역 이동으로 나타날지라도 정

규 고용으로의 이행이 약화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국회 임기내에 시행되어야만 하는 노동시장정책 도구의 개선이 계획되었

다. 노동시장정책의 목표는 유럽연합의 고용정책노선의 한 고려하에 확정짓거

나 명확히 하여야 한다. 방 노동시장정책이 강화되어야만 하고 노동알선은

화되어야만 한다. 임 비용보조 은 사용자들에게 더 편리하게 수용될 수 있도

록 통일되어야만 한다. 남녀 평등 고용정책은 노동지원법이 철하여야 하는 과제

로서 명확히 법 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지원과 청구의 원칙은 지 까지보다 일

성 있게 실 되어야만 한다. 극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기

해 정책결과에 한 연구는 정책의 기 로서 지속 으로 개선되어야만 한다.

8.3. ESP-신연방주에서 노동시장과 인 자원(2000-2006) 개발을

한 연방 로그램

노동시장과 인 자원의 개발을 해 2000년 2월 유럽 원회에 의해 승인된

연방의 운 계획은 유럽구조기 을 통한 신연방주 지원의 구성요소 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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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0-2006년 동안 진행되는 로그램의 총투자 액은 51억 마르크에 달하

고 그 에서 33억 마르크는 유럽사회기 (ESP)으로부터 재정지원되며, 나머지

액은 연방이 떠맡는다. 집행은 지역의 노동 청을 경유하여 노동청에서 담당

한다.

유럽연합 고용 략의 핵심과 유럽연합 고용정책의 기본노선에 응하여 재정지

원은 로그램 내에서 다음의 조치에 치 하고 있다:

∙ 극 이고 방 인 노동시장정책 - 장기 실업과 청년 실업의 회피를 한

조치

∙제한 없는 사회 - 고용능력 향상과 불리한 인구집단 장기 실업자에 한

사회 차별의 험을 감소시키는 조치

∙직업 일반 교육, 평생교육 - 모든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사고의 강력한

정착을 한 인 라 ․조직 ․방법상 교육 인 조건의 확충

∙ 응능력과 기업가 정신 - 단축노동 사이에 직업자격과 재교육을 통한 노

동자의 응력 제고와 생존기 의 지원과 기 생존능력의 제고

∙남녀에 한 기회균등 - 여성에 한 직업 기회의 개선을 통한 기회균등

지원

∙사회 목 을 한 지역 자본 - 고용능력 제고와 련 지역 상황에 알

맞는 신 략의 개발을 한 지역 주도권의 동원

8.4. 특별 로그램 CAST - 사회보험의무가 수반되는 직업활동의

수용을 한 기회와 격려

노동․직업훈련․경쟁력 연합의 결정의 이행을 한 연방의 특별 로그램(CAST

: Chancen und Anreize zur Aufnahme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r

Tätigkeiten)의 틀안에서 2000년 9월이래 2005년까지 자르-공동체 이니셔티

제안(SGI 모델 : Saar-Gemeinschaftsinitiative), 라인란트-팔츠(rheinland-

pfälzischen) 노동부의 제안(소 마인츠 모델)이 모델 실험으로 시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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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의 목 은 단순 기술습득자, 장기 실업자, 소득자 특히 어린이가 있는

노동자들에게 실업구제기 과 사회복지기 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며 나아가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고용과 가족지원을 한 마인츠 모델을 통해 소득자가 그들의 공식 자격과

계 없이 1차 노동시장에서 한 순임 에 한 기회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를 한 수단은 사회보험과 육아보조 (어린이 1인당 최 150 마르크)의 노동

자 기여 에 하여 보조 을 지 하는 것이다.

SGI-모델은 한편으로는 사용자에게 임 부 비용을 경감한다. 사회보장 기여

에 한 보조 을 사용자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은 10 마르크까지의 시간당 총

임 에 해서는 100%, 시간당 임 18 마르크부터 감소하며, 이후로는 계속

떨어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측에게 재교육을 한 자극을 주는 것이다. 이

러한 모델의 목 은 노동자에게 장기 고용을 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인츠 모델은 라인란드-팔츠와 란덴부르크의 몇 군데의 노동자구역에서 실

험 이다. SGI-모델은 체 자르란트와 작센의 헴니츠 노동자구역 그리고 앞으

로 츠빅카우의 노동자구역에서 실험될 것이다.

8.5. 노동 서와 사회복지사업 수행자와의 공동작업 개선을 한

모델 - MoZArT

연방정부는 2001년 이래 MoZArT(Modellvorhaben zur Verbesserung

der Zusammenarbeit von Arbeitsämter und Trägern der Sozialhilfe)

를 지원하 다. 재 MoZArT의 틀안에서 체 연방지역에서 29개의 로젝트

가 지원되고 있다.

MoZArT의 목 은 노동 청과 사회복지 청 사이에 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연방사회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지원과 실업지원의 수혜자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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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알선을 쉽게 하고, 직업활동으로의 편입을 하여 효과 지원책을 마련하

고, 행정 차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간소화하는 것이다.

모델의 계획은 목표를 가지고 과학 으로 안내하고 실업자지원과 사회복지지원

에 한 더 나은 조합방안의 마련을 통해 연방 체의 결과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

이다.

9. 사회복지 안 과 삶의 질

9.1. 노인복지 보장

9.1.1. 노후보장의 핵심으로서 법 연 보험

재정지원체계로서 법 연 보험은 신연방주에서도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요

한 수단으로서 입증되었다. 체 독일의 통일 연 법의 마련을 통해 신연방주

의 400만 이상의 연 구성원이 임 과 연계된 연 지 에 가입되었고, 서독 연

에 상응하는 수 으로 - 다양한 임 계의 고려하에 - 상승되었다. 다양한 임

체계의 결과로서 연 조정은 - 2000년 7월 1일의 통일 인 조정을 제외하고 -

서독지역에서보다 동독지역에서 높게 되었기 때문에 신연방주에서의 연 은 서독

지역의 연 수 과의 격차를 일 수 있었다. 이러한 만회과정은 동서독 지역에

서 소 기 연 의 - 기 연 은 45년의 연 보험 후에 평균 연 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 - 발 을 보여주고 있다. 연 부율 2000년 7월 1일 서독지역이

1.91% 상향조정한 것에 비해 동독지역은 2.11% 상향조정함으로써 서독에 한

신연방주 기 연 의 비례가치는 87.15%로 상승하 다(1996 하반기: 82.3%,

2000 하반기: 86.8%). 가처분 기 연 은 2001년 7월 1일 기 으로 동독지

역은 1,791 마르크가 되었고 서독지역은 2,058 마르크가 되었다.

남녀의 평균 가처분 연 보험, 즉 실제로 지불하는 연 은 기 연 과 반

로 신연방주가 1,468 마르크로 서독지역의 1,322 마르크보다 높다(199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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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 ). 가처분 기 연 과 비교하여 가처분 연 보험이 신연방주에 유리하게

된 상은 한편으로는 연 통합의 이행과정에서 보호하려는 납부 액으로부터 생

기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결정된 신연방주 연 수령자의 보험이력으로

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후자는 동서독의 여성연 수령자에 비교할 때 유효하다.

이러한 계를 평가할 때, 신연방주에서는 연 이 부분 유일한 소득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생활보험에 한 요구와 다른 사 인 보장수단

( 를 들면 부동산) 는 구연방주에는 리 이용되는 기업 노후보장이 신연방

주의 재 연 세 에게는 매우 은 범 에서만 존재하고 있다.

독일에서 노후 보장의 총제 체계의 주요 지주로서 법 연 보험의 역할은

연 개 을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

9.1.2. 연 개 을 통한 노후보장

인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도 노인을 한 연 의 안 뿐만 아니라 은

이들의 한 기여에 의한 노후보장 지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하여,

2001년 3월 21일의 노후재산보완법과 하원과 상원의 조정 차에서의 결정에 따

라 2001년 5월 11일 가결한 노후재산법을 통해서 노후보장이 화되고 확고

하게 되었다.

개 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법 연 보험에서 기여 의 장기 안정화

∙노후보장을 한 추가 자본충족 기반의 확충

정부 교체이후 이룩한 1.2%에 달하는 연 기여 의 인하조치는 사용자와 노동

자에게 연간 180억 마르크의 혜택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기 에서는 더 많

은 의미를 갖고 있다: 연 기여 은 장기 으로 최소한 향후 30년에 걸쳐 안정화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연 기여 은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22% 인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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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의 인하와 안정화를 통해 근로자는 더 많은 소득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

다. 노후보장과 련 2차례 보완을 통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해

필요한 제조건이 마련되었다. 한 이것은 새로운 고용을 구상하고 있는 기업

에게는 좀 더 여유있는 재정 가능성을 의미한다.

노후복지를 한 추가 자본수단의 마련과 함께 법 연 보험은 노후복지를

한 요한 수단으로서 노후 비를 보완한다. 그것은 부분 으로 법 연 의

체일 뿐만 아니라 보완에 한 문제이기도 하다. 장래 연 수혜자 나이의 생활

수 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향상시킬 수도 있게 한다. 노후 복지는 장차 연

를 통해 만들어내는 국가 연 에 의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니셔티

에 기 한 추가 노후 비에 의지한다. 양 체계의 장 은 서로 조화되고 있다:

그것은 자본시장에서 나오는 자조의 풍요와 함께 연 안 을 가능하게 하는

할당과정이다.

노인의 체 부양수 의 제고를 해 자발 인 노후 비의 불가결한 확장은

범 한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통 인 자조형태뿐만 아니라 기

업 노인부양에도 유효하다. 노후복지의 요한 가치는 법 인 기본조건의 개선

이외에도 지원구상의 확 를 통해서도 제고되어야 한다.

9.1.3 신연방주에 있어서 연 개 의 의미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의 차이를 이는 것은 연 개 에 있어 반드시 고려하여

야 한다:

∙추가 노후 비에 한 국가 지원의 경우에 다양한 소득 계에도 불구하

고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에 따른 구별은 없다. 평균 인 소득의 가입자와 평

균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의 가입자와 가족에게 지원되는 액이 동일하고 신

연방주나 구연방주도 모두 같은 액이 용된다. 한 동독지역이나 서독

지역에서 같은 액을 내는 것은 특별지출공제로 세 지원에서 유리한 소

득자에게도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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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과 서독에서 소득차이에 하여 배려하기 해서는 서독지역보다 축률이

높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은 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냐하면 신연방주에서

개인 이고 기업형태 방식의 노후보장은 아직 서독지역보다는 상당히 낮기 때문

이다. 따라서 지원형태를 참작해야 하는 보충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임 을 기 으로 하는 조정으로의 복귀와 함께 구연방주의 연 에 해 신연

방주의 연 을 균등화하는 과정은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동독과 서독을

해 별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 까지의 연 조정과 비교하여 균

등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지 까지의 연 조정의 경우에는 재 서독과 비교하여 히 아래에 있는 동

독지역에서의 낮은 지불 수 때문에 소득세비율의 상황을 고려해왔다(총소득에

서 소득세가 평균 으로 차지하는 몫). 임 균등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연

방주에서의 소득세비율은 서독 수 으로 올려야 한다. 이러한 부담의 증가는

재까지의 조정형태에서 순임 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구연방주가 아니

라 신연방주에서 조정요율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와 달리 노인재산보충법을

통해 도입된 조정 형태는 차별 인 임 발 외에도 동독과 서독을 해서 통일

인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추가 노후 비와 연 기여 을 한 피보험자의

지출. 이를 통해 동서독 사이의 임 에서의 차이가 조정요율에서 감소되지 않은

채로 향을 미치며, 조정과정은 총소득 개에 방향을 맞추어 지 까지의 연

조정형태보다 빠른 속도로 조정을 끝낼 수 있게 될 것이다.

9.1.4. 청구권과 상속권 이행법률의 개정(AAÜG)

2001년 6월 22일 결정된 제2차 청구권 상속권 이행법률의 보충과 개정

(Änderung des Anspruchs-und Anwartschaftsüberführungsgesetzes)

과 함께 입법기 은 체 독일의 연 보험에서 과거 동독의 수많은 추가 특별

공 체계로부터 야기된 청구권과 상속권의 이행과 련한 헌법 일치 상황을 만

들어 냄으로써 연방헌법재 소에 의한 임을 이행하 다. 연방헌법재 소는



독일통일백서
                                                                                    

- 92 -

1999년 4월 요한 규정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아 (부분 으로) 무효라고 선언하

다.

동독 시 의 추가 특별공 체계로부터 야기된 청구권과 상속권에 한 이행

권의 개정은 강제 으로 헌법 요구에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소 체계결정은 -

기여 할당 경계를 제한하는 독일연방의 연 법에서 과거 동독시 의 특별 추

가공 체계로부터 야기된 청구권의 이행 - 연방헌법재 소에 의해 받아들여졌으

나 즉각 개정되지는 않았다.

과거 동독 국가안정성의 력자에 한 지불 의 제한은 연방헌법재 소의 결

정에 따라 평균소득의 70%에서 100%로 상향되었다. 지불 제한은 민주 으로

선발된 동독의 마지막 국회에서 미리 도입되지 않은 까닭에 후퇴한 것이다. 이

에 추가 특별부양자를 한 지불 에 한 필요한 조정은 연방사회법원의

결에 따라 구연방주의 조정가치로 실시되었다. 연 의 새로운 계산에 따라 실제

임 소득에 기 한 연 계산을 해 은퇴하기 20년간에 기 한 계산에 착수하

다. 이로 인해 결과 으로 높은 연 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방헌법재 소의 조건에 따라 결정의 공개 이후 1999년 5월 1일에 개정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연방헌법재 소 결정의 공표시기에 아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결정은 소 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헌법재 소에 의해 제안된 부 개선은 연방

과 신연방주의 경우에는 1999년 4월 3일까지 추가지출을 한 지출 과가 약 6

억 9,000만 마르크, 년에는 지출 과가 약 3억 2,500만 마르크에 달하 다.

련법은 독일제국철도(Deutsche Reichbahn)와 독일우정국(Deutsche

Post)에서 일한 근무기간에 한 연 법상의 평가에 있어 부 이 분명히 개선

되도록 하 다. 가입 기간을 한 부 수 산출의 경우에 과거 근무기간의 근로

소득이 산입되도록 규정하 다. 한 소 연 기여 공백은 부족한 기여 지불

에 따라 의 두 개 역에서 해당하는 고용기간 동안 임의의 추가연 보험

(FZR)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앞으로 독일제국철도와 독일우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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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971년 3월부터 1973년 12월까지의 고용기간을 해 기여 할당 한계까지

노동 부를 산입하기로 하 다. 1974년 1월 1일에 이미 두 곳의 회사 한 곳에

서 10년간 고용되었던 사람을 해서는 1,250 마르크의 근로소득까지는 1990년

까지 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제국철도와 독일우정성에서 근무한 고용기간을

산입함으로써 매년 1억 1,000만 마르크의 지출 과가 생겨났다. 여기에 추가지불

과 소 효력으로 인해 3억 2,500만 마르크의 일회성 지출이 야기되었다.

제2차 AAÜG-ÄndG의 통과와 련하여 - 직업상 명 회복법에서의 연 법의

손해배상의 개정을 통해 - 사회주의통일당 정권의 희생자에 한 연 법상의 지

개선이 착수되었다. 연 수혜자에게 이롭다면 직업상 명 회복법에 따라 새롭

고 확 된 비교계산을 통해 직업활동을 하지 못한 박해기간을 부가하 다. 이러

한 부상의 지 는 정치 박해 시작 보험에 가입한 고용 는 자유직업 활동

는 임의 기여 등의 마지막 12개월 는 36개월의 의무기여 을 감안하여 산

출하 다. 확 된 비교계산을 통해 정치 박해자는 정치 박해가 없었더라면

자신의 직업활동을 계속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 을 받게되었다. 만

약 연 수혜자가 정치 박해를 받지 않았더라면, 규정은 특별한 직업 지 에

근거하여 동독시 에도 평균 이상으로 교육받았을 사람이 정치 박해로 직업상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유리하게 조정되었다. 한 학생으로서 정치 박해를 받

은 사람들의 상황 역시 개선되었다. 정치 으로 박해받은 학생은 행법에 따라

연 법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학업 기간 이미 정치

박해가 시작된 사람은 정치 박해로 인해 학교졸업장을 획득하기 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 다. 그래서 연 계산에 늘어

난 교육기간에 한 인정이 필요하 다. 새로운 규정과 함께 산정가능한 교육기

간이 3년에서 6년으로 배로 늘어났다.

9.2. 노후 생활의 질 확보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의 노인들의 80%가 70세를 넘어서도 부분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많은 노인들이 명 직으로 활동하여

그들의 유익한 삶의 경험을 은 세 에게 달해 주고 있다. 연방정부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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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로그램으로 이러한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방정부는 질병과 노

쇠로 인해 특별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나머지 20%에도 특별한 심을 기울

이고 있다.

9.2.1. 요양원법 개정

2002년 1월 1일 시행하게 되는 요양원법의 개정과 함께 양로원, 노인간호병

원, 장애인 요양소에서 사는 사람들의 법 지 와 보호가 개선되었다.

신연방주에는 100,000명이 살고 있는 약 1,100개 상설 노인시설이 있다. 통

일의 시 에 이러한 시설의 약 90%는 국가 재정책임의 상태에 있었다. 자유로

운 재정책임을 통한 시설의 인수가 범 하게 이루어졌다. 재 요양 시설의

69%는 사회복지재단의 재정책임하에 있고 약 17%는 민간이 운 하고 있다. 요

양시설의 단지 14%가 국가 재정책임 아래에 있다.

9.2.2. 시범 로그램 “노인의 자주 거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노인들의 자주 삶을 하도록 하는 가

능성을 알아보는 “노인의 자주 거주(Selbstbestimmt wohnen im Alter)”

라는 시범 로그램 안에는 12개의 다양한 로젝트, 소 시범 조정장소가 있

다. 모든 로젝트는 내용 으로 다양한 핵심사안을 가지고 있다. 4개 로젝트

는 신연방주에서 진행 이며 농업지역에서의 거주, 주거에서 간호하는 새로운 형

태, 지역 련자들의 연결, 단층건물의 주거형태 등을 다루고 있다. 기 로

그램인 시범 로그램에 총 526만 마르크가 투입될 것이고 그 에서 233만 마르

크가 신연방주의 4개 시범 조정장소에 지원될 것이다.

9.2.3. 시범 로그램 “미래의 노인 원조형태”

2000년 이후 연방정부는 3년으로 계획된 시범 로그램 “미래의 노인 원조형

태(Altenhilfestrukturen der Zukunft)”를 실시하고 있다. 로그램의 목표

는 보다 효율 이고 성과 있는 지원체계를 형성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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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를 보다 고려하는 것이다. 개선을 해 특히 개별 사례에 한 지원, 재

방안 지원체계의 경계를 넘는 동작업( 를 들면, 노인원조와 국민보건제도)

의 확충 는 합의를 시험해야만 한다.

시범 로그램은 재 지원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한 결함을 방지할 수

있는 4가지 내용의 지원 핵심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구조 체계의 발 , 계획, 조

- 노인원조와 재활센터의 연결

- 생활 세계, 지역 , 숙소 련

- 치매에 한 특별지원

지원되고 있는 총 20개의 로젝트 에서 신연방주 6개의 로젝트에 약 350

만 마르크의 산이 투입된다.

9.3. 포 건강의료보험 부조

건강은 개별 으로나 공공의 의식속에서나 그리고 사회복지 안 체계에서도

높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통일 이후에 신연방주 국민건강제도의 발 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독일 통일 10년이 지나 연방보건성은 신연방주의 보건 황에

한 포 보고서를 발행하 다. 동서독 사이에 부조수 은 그 사이에 체

으로 동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동독주민의 요한 건강상태에 한 표

자료의 조사는 90년 에 비해 건강에 한 만족도가 개선되었음을 나타내

고 있다. 신연방주 의료보험의 재정상태도 이제는 정 으로 발 하고 있다.

9.3.1. 법 건강의료보험(GKV)

2000년에는 동독 의료보험의 높은 차입이 최 로 하게 감소될 수 있었다.

동독지역 의료보험의 총부채는 1998년 말까지 약 16억 마르크로 증가한 반면 그

동안에 5억 마르크 이하로 감소하 다. 이와 련하여 체 독일의 재정 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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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틀 안에서 지난 수년간 약 28억 마르크가 구연방으로부터 신연방으로 유입되

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2001년에는 재정력 조정과 체 독일의 험구조

조정의 첫 단계의 틀 안에서 약 43억 마르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여

수 의 한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 반 평균 이고 일반 인 기여

요율은 13.66%로 1998년 의 기록 수 인 13.95%보다 0.3% 낮다. 동독지

역과 서독지역의 기여 요율 수 사이의 차이는 0.07%이다. 이를 통해 동서독

간의 사회복지 차이는 차 감소되고 있다.

2001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의 법 조정을 해 시행에 들어간 법률

한 동서독간의 차이를 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것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 2000년 말까지 신연방주를 한 의료보험의 행 특별규정은 철폐되고, 아

직 존하고 있는 차이는 보험자, 부이행자, 의료보험을 한 틀 안에서

단계 으로 폐지할 것이다( 외 분야는 - 를 들면 외래진료의 승인과

같은 경우 - 신연방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여 히 남아 있다).

- 따라서 재 시 에서부터 구연방주에 해 확정한 의료보험의 계산가치는

체 연방지역에 통일 으로 용된다. 동서독간의 분리는 이러한 한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에 체 독일의 완 한 험구조조정을 2007년까지 도입하기로 하 다.

험구조조정을 통해 보험자의 험구조로부터 발생하는 특정한 차이의 재정

성과가 - 를 들면 노인구조와 성별구조 - 의료보험 사이에 균등화되게 될 것이

다. 이를 통해 의료보험의 경쟁력 상승을 한 동일한 제조건을 만들어내고 기

여 의 정당성도 높이게 될 것이다. 지 까지 동서독을 해 분리되어 운 되었

던 부지출이 2007년까지는 완 히 통합되게 된다. 이러한 목표를 해 신연방

주에서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지출과 구연방주에서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지

출의 차이는 연방 체의 평균 부지출을 해 2001년에는 25%,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계속해서 12.5%씩 낮추어 갈 것이다. 체 독일의 재정력 균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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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유입되는 자 은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높아지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균등화단계의 실 이후 즉 2002년에는 이러한 조치의 성과

가 기여 요율을 통해 입증될 것이다.

동서독에 있는 의사 소득 사이의 불균형도 계속 감소되고 있다. 2000년에 구

연방주의 의사 수입 수 에 한 신연방주의 의사 수입의 조정이 계속되었다: 건

강의료보험의 “보건개 법 2000”에서는 2000년부터 의료수입을 해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의 기여 요율 능력의 원칙에 따라 지 까지 분리되어 온 지출이 철폐되

고, 연방 체에 걸쳐 의사 총수입에 한 단일 조정이 의료보험 조합원의 기본

임 에 하여 연방평균 인 변환비율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비록

2000년에 신연방주에서 상응하는 기본임 비율은 단지 0.19%이고 2001년에는

1.11%이지만, 의료인의 총 수입은 신연방주에서 2000년도에 1.43%, 2001년에

는 1.63% 상승하게 된다. 서독의 기 임 증가비율에 비해 동독의 기 임 상

승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동독의 상 으로 높은 기 임 증가율이 신연방주에

서 총수입의 조정을 한 기 가 될 수 있다. 신연방주에서 경제 상황의 개선

은 신연방주에서 의사 수입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연방정부에 의해 2001년 5월 9일 결정된 의사와 치과 의사의 소득 의의 경우

에 거주지원칙의 도입을 한 법안구상에 의해 신연방주 의사 수입상황의 추가

개선을 기 할 수 있게 되었다. 법을 통해 - 공제질병 고에 있어서는 이미 유효

한 과정 - 지역․동업조합․기업 질병 고를 해 총수입의 상과 련 거주지

원칙을 도입하 다. 규정은 자 이 보험자가 거주하고 있고 의료 으로 돌보는

지역에서 직 으로 결정되고 투입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만약 재

원회가 독일 하원의 법안결정을 따른다면, 이를 통해 개략 으로 1억 7,000만

마르크가 신연방주의 통합 질병 고(Kassenärztliche Vereinigungen)로 유

입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다른 장 은 의료계약체결자가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보험자를 해 상응하는 계약의 체결을 통해 한 의료

공 체계를 형성하고 더 발 시킬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만약 지 까지 를 들

면 신연방주에 치하고 있는 기업 질병 고의 보험자 에서 단지 10%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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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약이( 를 들면 외래 수술) 체결될 수 있다면, 지역 의료계약체결로부터

앞으로 계약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보험자들을 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신연방주에 있는 의사의 수입 개선은 년에 계획하고 있는 의사진료비 규정

(GOÄ)의 도입을 통해 진료비가 86%에서 90%로 높이는 증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동독지역의 외래진료 강화를 해 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9.3.2. 염병 방

2001년 1월 1일에 염병 방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통일 이후에 신

연방주에서 연방- 염병법에 의해 규정된 염병의 신고체계는 주정부의 독자

규정을 통해 보완되었고 이를 통해 과거 동독으로부터 발생한 염병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부분 으로 계속될 수 있었다.

동독지역에서 염될 수 있는 질병에 한 신고제도의 특수성은 염병의 신규

법규에서 고려되었다.

9.3.3. 안티 D 원조법(Anti-D-Hilfegesetz)

2000년 8월 11일에 공포한 임문 로피락스(Immunprophylaxe)를 통해 간

염-C-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지원에 한 법은 주정부에 의해 신속히 용되

었다. 재정 부, 즉 일회성 지 은 주정부의 소 청에 의해 신속히 지 되었

다. 2000년 연말결산은 총 17,137,097 마르크의 연방자 이 지원되었음을 밝히

고 있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질병에 감염된 여성의 물질 상황을 크게 개선

하 다.

9.3.4. 간호보장과 병원에 한 투자지원

정 인 평가가 간호보장제도 도입 거의 7년만에 신연방주에서 나타나고 있다.

연방은 간호보장법(Pflegeversicherungsgesetz) 52조에 따라 199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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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한 외래간호, 부분 완 입원간호의 신속하고 지속 인 질 개선을

해서 그리고 구연방주의 간호 수 에 응하기 해서 기간상 2002년까지 제

한 으로 매년 8억 마르크의 재정원조를 통해 총 64억 마르크를 지원한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469개의 새로운 시설이 가동될 수 있었다. 이를 해

신연방주에 지 까지 38억 마르크 이상이 투입되었다. 최소한 공 투자자 의

20%가 주정부 혹은 지자체에 의해 조달되었다. 주의 투자 로그램은(2001. 3.

19 재) 약 84억 마르크에 달하는 총 961개의 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61억 마르크는 연방의 재정원조로 계획된 것이다.

한 “간호가 필요한 환자의 부조 개선을 한 시범 로그램”의 범 안에서

1991년 이후 77개의 로젝트와 련 총 1억 4,700만 마르크의 자 이 외래 시

설, 종일 간호와 단축 간호 그리고 입원 간호시설을 해 지출되었다.

병원 투자의 역에서 연방은 신연방주에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7억

마르크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국민건강구조법 14항과 연 된 동독지역 재건 투

자지원법의 기 에 근거한 신연방주 병원투자 로그램). 2002년부터 2004년까

지 동독지역 재건 투자지원법의 자 이 연 약 Ⅱ를 한 상에 따라 신연방

주에 목 에 결부되지 않는 특별수요-연방보충할당의 자 으로 지원될 것이다.

이러한 연방자 의 투입은 노동시장 상황에도 정 인 향을 주고 있다.

9.4. 평등정책

모든 삶의 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 실 은 연방정부의 목표이다. 평등정

책은 시 를 철하는 과제로 여겨진다. 모든 정책 역에서 - 동독지역 재건에서

도 역시 - 평등의 요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직업 경제활동에서 여성의 평등은 역동 경제를 한 제이자 징표이며 독

일의 내 통일을 완성하는 과정의 부분이기도 하다. 수많은 조치와 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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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여성의 직업 기회는 개선되고 있다. 연방 체 으로 용되는 로그램이

여성이 변화의 기회를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신연방주에서도

특별히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로그램은 일반 으로 교육, 연구 그리고 신의

강화와 이를 통해 신연방주에 미래 가능성 있는 경제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연방

정부의 다양한 조치를 보완하고 있다.

“여성과 직업” 로그램

1999년에 결정된 로그램 “여성과 직업”은 2000년에도 목표지향 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것은 평등정책을 시 를 철하는 과제로서 간주하고 여성을

동시에 목표로 하여 계속 지원하는 칙을 가져왔다. 신연방주에게도 의미 있는

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직업활동에 있어 남녀 평등

요한 진 은 연방정부에 의해 의결된 연방행정(평등실 법)에서의 평등을

한 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법은 상컨 2001년 말이면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고용주로서 연방은 자신의 모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시간제 근무, 원

격지 근무 그리고 근로시간이 유연한 모델과 같은 경우에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

다면 여성에 한 우 가 정해졌다.

민간경제에서도 평등을 진하기 해서 연방정부는 유수한 독일 경제단체와

기업정책에서 직업과 가정의 보다 나은 조화와 평등을 한 조치를 마련하는

상을 진행하 다. 목표는 사경제에서 평등과 직업과 가정의 조화를 실 하기

하여, 기업․경 원회․근로자․임 상자가 각자의 상이한 과정과 해결책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정보사회에서 여성에 한 지원

여러 가지의 조치를 통해 연방정부는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통해 정보사회를

형성하려는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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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업교육에서 여성의 몫을 높이고 IT산업에 한 여성의 잠재력을 이끌

어 내기 하여 이니셔티 D 21과 력하고 독일 경제계와 제휴하여 IT산업과

미디어 직업 “IDEE-IT”에서의 은 여성을 상으로 하는 연방 체에 걸친 직

업교육 로젝트가 시작되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IT산업과 미디어분야에

서의 새로운 직업훈련의 습득을 해서 연방 역에 걸친 캠페인을 통해 은 여

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만 한다.

연방정부가 실행 로그램 안에서 21세기 서비스사회의 신과 일자리, 로그

램 안에서,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노동․직업교육․경쟁력 연합 안에서 공식화되어

야 하는 목표의 실행에 IDEE-IT가 함께 참여한다:

∙2003년까지 IT분야에서 총 60,000명으로의 직업교육자리 증가,

∙2005년까지 IT직업훈련에서 여성의 비율을 40%로 증

∙ 한 경제 조치를 통해 IT-분야에 한 청년들의 심 증가(여기에 특히

여성비율의 한 증가 고려)

⇒ 연구와 교수에 있어 기회균등을 한 길

과학에서 여성의 지 를 강화하기 해서 재 독일 학에서 연기되고 있는

세 교체를 역사 기회로서 이용해야만 한다. 그래서 새로운 연방-주정부- 로

그램 “연구와 교수에서 여성의 기회균등”(2001년 시작)은 교수직에 여성비율을

증가시키기 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 연방과 주정부에 의해 설명되고 있는

목표는 여성비율을 재의 10%에서 2005년까지 20%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 시범 로젝트 “SELF-여성이 농업지역의 구조발 을 만든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농업지역에서 2001년 여름까지 시범 로젝트

“SELF-여성이 농업지역의 구조발 을 만든다”를 독일 농업여성연맹의 재정 책

임 속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로젝트의 목표는 여성조직의 경제활동에 방

향을 맞춘 로젝트에서 여성을 확실히 경제 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하

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연방주 농업지역의 재 잠재력과 이니셔티

를 이용하면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만 한다.



독일통일백서
                                                                                    

- 102 -

9.5. 청소년

속한 변화의 시기에는 제조건을 창출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과제가 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변화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보고기간동안에 포 인

로그램으로 신연방주에서도 역시 요한 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로그램에는

교양과 직업훈련 외에도 민주주의와 용의 용을 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9.5.1. 개발과 기회(E & C)

이미 본고의 7.2에서 소개한 청년 실업을 퇴치하기 한 로그램은 “특별한

개발수요를 지닌 지역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개발과 기회 - E & C”

라는 로그램을 통해 측면 지원되고 있다. 지역 실행은 43개 도시구역, 그

에서 신연방주는 14개 도시구역에서 시작되었다. 핵심과제는 특히 불이익을 당하

고 있는 청소년을 한 “자발 인 사회 훈련의 해(Freiwillige Soziale

Trainingsjahr)”이다. 여기에는 40개 지역 자격심사사무소에서 선발된 1,000

명의 청소년들이 필요한 직업 융화를 해 자신에게 부족한 사회 이고 직업

인 핵심자격을 획득하기 한 기회를 갖는 것이다.

9.5.2. 민주주의와 용을 한 교육

외국인 감은 수많은 조사에서 나타나는 일치된 결과로 체 사회 문제이

다. 그것은 많은 청소년들로 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결핍

된 직업 망, 혼란스러운 미래에 한 불안감, 방향감 상실, 물질 빈곤, 가

족 ․사회 으로 비뚤어진 상황이 가장 자주 언 되는 원인이다. 우익극단주의

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불

우한 지역에서 항상 발생한다. 그래서 사회 ․경제 ․문화 기원으로부터 독

립되어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심과 능력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특별

히 요하다(7.2 참조).

민주주의를 한 효과 인 작업은 공동체와 우리라는 감정, 기회균등과 통합에

의존한다.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극 으로 만들어 가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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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감과 인종주의에 반 하기 해 노력하는 시민 용기와 청소년의 사

회 참여가 강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험스럽고 우익지향

인 청소년이 다시 사회의 심으로 되돌아오도록 해야 만 한다. 우익 폭력 희생

자의 을 받아들이고, 돕고 그들의 권리를 인식하며,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신

속하고 즉각 으로 재정 보상을 해주는 것이 요하다. 이를 통해 부당한 행

를 지한다는 명백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 용과 민주주의를 한 청소년 - 우익극단주의, 외국인 , 유태인 배척주의

에 반 ”라는 실행 로그램을 가지고 연방정부는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원

칙을 이행하고 있다. 로그램은 민주주의와 용에 찬성하고 극단주의와 폭력에

반 하는 연방 체의 연 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1) “XENOS-다양성 속에서의 삶과 일”은 독일 외국 청소년과 성인에 의한

공동의 배움과 일을 지지하는 상호 이해 증진을 한 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에 연방정부는 유럽연합의 사회기 으로부터 연간 최소한

5,000만 마르크를 지원할 것이다. 자 의 약 56%는 신연방주에 사용된다.

내용 으로 새로운 것은 인종주의, 외국인 , 불 용과 함께 노동시장과

련된 조치의 연결이다. 로그램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일하고 배우는 노

동세계에서의 문제들을 주제로 한다: 용에 한 토론, 워크숖, 교육; 갈

등 리를 한 능력, 문화간 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2) 2001년도에는 추가 으로 폭력과 우익극단주의에 반 하는 조치를 하여

연방의 3,000만 마르크가 어린이-청소년 계획의 조치를 해 사용될 것이

다. 이를 통해 청소년 교육의 지원과 지자체의 참여를 추진하기 한 공공

의 확 효과를 지닌 핵심 조치를 지원해야만 한다.

3) “Civitas - 신연방주에서 우익극단주의에 반 하는 이니셔티 ”라는 실행

로그램의 목표는 우익극단주의에 의한 범죄행 와 폭력행 희생자의 상

담을 한 모델 로젝트뿐만 아니라 우익극단주의에 반 하는 이니셔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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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훈련, 지원을 한 모델 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2001년도에 총

1,000만 마르크가 투입될 것이다.

국제 차원의 청소년 로그램 역시 우익극단주의와 외국인 와 투쟁하는

경우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와 문화로부터 청소년들 간의

만남을 통해 편견을 제거해야만 한다. 특히 독일-이스라엘간의 청소년 교환은 조

정사무소의 설립을 통해 강화되어야만 한다. 독일 사무소는 루터(Luther)의 도

시인 비텐베르크(작센-안할트주)에 설치되었다. 사무소는 독일-이스라엘 청소년

교환을 실행하는 청소년조직의 실습을 주선하는 것처럼 지원해야만 한다. 독일-

이스라엘 청소년 교환을 해 계획된 특별자 은 연방의 어린이-청소년 계획 안

에서 두배로 늘어났다.

9.5.3. 신연방주의 어린이-청소년 지원구조의 재건 황

신연방주에서 어린이-청소년지원의 새로운 재건은 성취한 구조의 배경에 해서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발 한 구조와 련하여서도 성과 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

다. 물론 문제 은 어린이-청소년 업무 역의 자 을 조달하는 입장에서는 2차 노

동시장에 한 불확실한 요인이 불확실하게 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

떤 범 에서 이것이 자치단체의 규정지원으로 떠넘겨질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자유 담당자라는 개인 인 라 확보를 한 지자체와 주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여 히 긴 한 이행이 필요한 수요로 보고 있다.

신연방주(동베를린 제외, 상층의 연방청소년 청 제외)의 어린이-청소년지원을

한 실질 지출은 67억 5,000만 마르크에 이르고 있다. 동베를린을 제외한 신

연방주의 18세 이하 인구로 상 화하면 인구 1인당 지출은 2,718 마르크가 된다.

9.6. 가족정책

연방정부는 가족을 한 정책을 일 성 있게 계속 추진해 왔다. 연방헌법재

소의 결정에 유의하면서 가족의 물질 상황이 가족 부 균등화에서 계속 개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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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세제개 을 통해 2005년까지 사 가계는 거의 330억 마르크의 부담경

감이 이루어지게 된다. 1998년과 비교하여 두 명의 자녀를 가진 평균 가족은

세제개 의 마지막 단계에서 연간 약 4,000 마르크보다 은 세 을 내게 된다.

이외에도 가족을 한 기본조건은 직업과 가족의 조화라는 에서 보다 개선될

것이다.

9.6.1. 양육휴가와 양육비

2001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연방양육비법의 개 과 함께 가족정책은 요한

진척을 이루게 되었다. 긴장된 노동시장 상황에 의해 법률의 개정 에는 양육휴

가의 이용을 이모 모 알아보아야만 하는 신연방주의 노동자에게는 유연한 법

인 기 은 직업과 가족을 조화하는 기회를 의미한다. 1986년 이후 최 로 아기

의 생후 7개월부터 삭감되지 않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경계가 상향조

정되었고 더 많은 아이를 가질 경우 받는 양육추가 도 인상되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양육추가 이 계속해서 인상될 것이다. 요한 것은 양육비운 방안

이다. 이에 따라 2년 신에 1년으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부모는 최 600 마르

크 신에 월 900 마르크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는 처음으로 3년간의 양육휴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보다 신축성을 갖게 되었다. 양육휴가기간 동안에는 기본 으로 해고로부

터 보호를 받는다. 개정법률은 훨씬 더 큰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부모는 공

동의 양육기간 동안 주당 60시간까지(각각 30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

다. 이 게 해서 가족수입을 확보하고 노동의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다. 한 15

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양육휴가 기간 동안에 단축노동을 요청할 법 권리를

갖는다. 양육휴가 경과 후에 이러한 청구권은 2001년 시행에 들어가는 단축

노동과 한시 노동계약에 한 법률에 따른다. 신축성 있는 양육휴가는 사용자

의 동의하에 아이의 나이가 3세에서 8세 사이의 기간에 1년을 옮겨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 하고 있다. 사용자에게도 가족과 직업의 성공 인 조화는 이득

이 된다. 능력을 갖춘 근로자는 기업운 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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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가족과 직업의 조화

양육휴가의 신축성과 단축노동에 한 법 청구권리와 함께 연방정부는 가족

과 직업의 더 좋은 조화를 한 기본조건을 만들어 내었다. 어린이를 가진

더 많은 가족들이 직업활동과 가족생활의 사이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길 원하고

있다.

이를 해서는 신축 이고 확 된 탁아방법이 필요하다. 종일 탁아는 신연방주

에서 당연히 생활의 일부이고 사회 으로 인정받고 있다. 재 신연방주에서 탁

아시설의 수요는 충족시켜 주고 있지만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3살 이

하의 어린이를 돌보는 탁아소의 공 비율은 36.3%(구연방주: 4.8%)이고 6살부

터 10살 어린이를 돌보는 보육원은 47.7%(구연방주: 5.9%)이다. 연방정부의

에서는 신연방주에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탁아시설의 공 을 향후에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9.7. 시민사회에 한 참여

자발 참여, 자조, 명 사의 지원과 확충은 유엔 총회에서 국제 자원(自

願)의 해로 공포된 2001년에 있어서 단히 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국제 자원의 해를 맞이하여 연방 체에

걸친 표본조사를 통해 자발 사에 한 편람을 발간하 다. 편람은 신연방주

에서 어려운 출발조건에도 불구하고 자발 참여가 주목할 만한 수 에서 안정화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연방주에서 14세 이상 독일 주민의 28%가 자신

의 진술에 따르면 자유의지로 넘겨받은 과제 는 업무라는 의미에서 참여하고

있으며(구연방주: 35%), 27%는 극 인 이니셔티 , 로젝트 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구연방주: 33%).

동독지역에서 자발 참여자의 은 비율은 무엇보다도 1989년의 변 이후

정치 ․사회 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자발 참여보다는 오히려 기업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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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 묶여 있었던 동독의 특수한 구조의 폐지 이후 새로운 단체와 조직이

천천히 발 하기 시작하 다. 인 라의 공백은 강력한 공공의 공 을 통해 상쇄

되어야만 한다. “신연방주에서 사회 자조의 지원(Förderung der sozialen

Selbsthilfe in den neuen Bundesländern)”이라는 모델 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는 자조교제장소 형태의 자조인 라를 확 하고 있으며, 임 명 직

의 참여자를 한 차별 재교육 공 시스템도 만들어 내고 있고, 공 과의 작업

을 통해 자조에 한 사고를 확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동독지역의 주정부와 지

자체에게 자조지원에서 자신의 과제를 인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기본조건이

창출되었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지원으로 “자발 인 사회참여의 해

(Freiwilliges Soziales Jahr)” 외에도 1993년 말부터 법 으로 확보된 “자발

인 환경활동의 해(Freiwilliges Ökologisches Jahr)” 역시 신연방주에서

은 사람들에게 매우 수요가 많은 자발 사로서 자리잡았다. 재 지원연도

(2000년 8월에서 2001년 8월까지)에서 신연방주의 757명의 은 사람이 자발

인 환경활동의 해를 졸업하는 것이고, 이것은 총 3,112명의 은 사람이 자발

인 환경활동의 해를 졸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10. 에 지 확보와 환경 보존

10.1. 에 지정책

동독 에 지정책은 과거에는 무엇보다도 갈탄에 의존하 으며 생태 으로나 경

제 으로 상당히 비효율 이었다. 500억 마르크 이상이 투자된 신연방주 에 지

부문의 범 한 화 이후, 재 에 지공 에 있어 화된 다양한 에 지

원과 시장경제 구조측면에서 동독지역은 구연방주와 유사하게 되었다.

과거에 갈탄이 동독의 난방시장을 지배하 던 반면에, 재는 주택의 45%가

천연가스를, 18%는 난방용 석유를 사용하여 난방하고 있다. 신연방주에서 가스

회사의 사유화는 90년 에 종결되었다. 이 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던 300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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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가정들이 1995년 반까지 천연가스로 완 히 환하 다. 갈탄은 7

가구당 1가구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 신연방주의 1/3에 이르는 주택들이 원격난

방으로 공 받고 있다. 시 기업의 경 참여와 더불어 12억 마르크에 달하는 연

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책에 의해 이 게 화된 난방구조가 달성되었다.

1997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로이나(Leuna) 정유공장의 건설, 사유화된 이후

1991년 쉬베트(Schwedt)의 PCK 정유회사의 면 화, 그리고 지난 10

년 동안 2,000개 이상의 주유소 화 는 신축과 함께 신연방주의 환경에

합하고 능률 인 석유공 을 한 조건을 만들었다.

재활 에 지는 재정 지원에 의해 명백히 증 될 수 있었다. 연방 회의 발표

에 따르면 신연방주에서의 풍력발 은 총 2,136 MW의 발 용량을 지닌 2,740

개의 풍력발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2001. 6 재); 이것은 독일 체에 설치된

풍력발 용량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재활에

지법(Erneuerbare-Energien-Gesetz)은 국내의 풍력에 지 이용의 증 에

기여하고 있으며, 재까지 신연방주는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갈탄을 이용한 력생산

복스베르크(Boxberg)의 900 MW 시설과 리펜도르 (Lippendorf)의

다른 900 MW 시설이 가동됨으로써 2000년도 갈탄발 소의 화와 증축을

마쳤다. 이것으로써 신연방주는 화된 갈탄발 소를 세계에 걸쳐 공 하게

되었다.

노후 발 소의 폐쇄 는 화는 분명히 환경 오염의 경감과 결부되어 있다.

1989년과 비교하여, 먼지 배출은 99%, 이산화 유황 배출은 88%, 산화질소 배

출은 74%가 어들었다. 새로운 발 소의 43%까지 개선된 효율을 통해 갈탄연

소발 의 경우에 발생하는 특유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1/3이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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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래 엄격한 조정과정 이후 지난해 동독지역 갈탄산업의 상황이 비로소 처

음으로 다시 안정화되었다. 갈탄 채굴은 1999년에 비해 2000년에 10% 증가하

여 7,100만 톤으로 증가하 으며, 그 95%가 기생산에 사용되었다. 노동자

의 감원은 히 감소하 다. 구조 으로 취약한 지역의 갈탄이 10,000명의 고

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요한 의미를 지닌다. 라우지츠(Lausitz)와 미텔도

이칠란트(Mitteldeutschland) 갈탄 노천탄 은 화된 발 소를 통해 산업

에 요한 요소가 되었다.

동독지역의 갈탄은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원되었다. 발 소 신규건설

로그램의 종결과 기존 노천탄 과 발 소의 합리화 노력은 2000년도에 갈탄을

이용한 력발 의 상승을 가져와 12%나 증가하 다. 력시장의 자유화에 따라

증 된 경쟁력 부문의 압력뿐만 아니라 지난해 VE주식회사(VEGA)에 한 수

백억 마르크의 투자계획에 따른 한 자본부담과 력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

고 갈탄을 이용한 력이 경쟁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EON과 RWE의 합병기업은 VE주식회사와 LAUB주식회사에 한 자신의 지

분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과 함께 합병이 되었다.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한 경매과정을 거쳐 2000년 말에 VE주식회사와 LAUB주식회사의 지분은

함부르크 기주식회사(HEW)의 구소유자에게 팔렸고, 통일특수과제청과 경쟁유

지 원회는 이러한 소유권 이 을 승인하 다.

HEW를 통한 VE주식회사․LAUB주식회사의 지분 인수와 BEW주식회사의

여와 함께 독일 북동지역에 경제 수익성을 지닌 에 지회사의 재건을 한

진로가 마련되었다. 새로운 소유자 HEW는 VE주식회사가 이후 5-6년 동안 자

본을 이용하고 체하며 효율 인 갈탄 력을 발 시킬 수 있는 경제 지원수단

인 안 을 마련하 다. 매년 동독의 갈탄으로 생산한 50TWh의 력을 시장에

제공해야 한다는 연방정부의 요구에 해 HEW가 이행한 의무로 연방정부는

요한 에 지정책의 목 을 달성하 고 동독의 노천탄 과 발 소의 일자리를 장

기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통일백서
                                                                                    

- 110 -

10.2. 구동독하의 환경오염 개선

생태 오염의 처리에 해 연방과 주정부는 1992.12월 행정 정을 통해 합의

하 다. 성공 인 경 정상화를 해 매각한 후에 신탁에 속한 기업으로부터 발

생하는 처리비용에 해서는 연방이 60%, 주정부가 40%를 분담하고 있다. 이를

해 정은 1992년부터 10년 동안 10억 마르크까지의 범 에서 연간 재정계획

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요한 거 로젝트를 해 연방이 앞으로도 재정의무

를 지기로 하 다(연방이 75%, 주정부가 25% 부담하는 형식). 갈탄부문을 제외

하고 거 로젝트로서 다음의 23개 로젝트가 확정되었다.

계획된 환경오염 개선비용이 하부단 조직까지 확실히 확정하기까지, 환경오

염처리 행정 정의 세부 환을 진하기 하여 신연방주, 통일특수과제청(BvS)

그리고 련분야의 표들로 구성된 합동작업 은 체결된 상안을 통해 연방의

세부재정의무를 확정할 수 있었고 거 로젝트의 세부 환범 를 각각의 주

정부에 이 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로 여러개의 거 로젝트가 생

겨났다. 튀링엔에서는 1999년에 체 력이 체결되었다. 통일특수과제청(BvS)

은 메클 부어크-포어폼메른, 작센 그리고 작센-안할트와 이에 상응하는 상을

하고 있다.

주정부 로젝트 명칭

베를린 Region Indusriegebiet Spree

메클 부르크-포어폼메른
Werftstandort Wismar, Werftstandort Rostock

Werftstandort Stralsund

란덴부르크
Region Kreis Oranienburg, Stadt Brandenburg, BASF

Schwartheide AG, PCK Schwedt

작센-안할트

Filmfabrik Wolfen, Chemi-AG Bitterfeld, Buna AG,

Leunawerk AG, Hydrierwerk Zeitz GmbH, Mansfeld

AG, Region Magdeburg-Rothensee, Erdöl/Erdgas

Gommen

작센
Olefinwerke Böhlen-Lippendorf, Saxonia AG Freiberg,

Lautawerk GmbH, Dresden-Coschüz/Gittersee

튀링엔
Kali-Werra AG, Kali-Südharz AG, Verwaltungs- und

Verwertungsgesselschaft Rositz

<표 10> : 환경오염 개선 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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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방사능 오염 개선

구동독하에서의 작센과 튀링엔의 우라늄 산이 남겨 놓은 오염은 신연방주에서

최 , 최악의 환경오염에 속한다. 연방정부는 통일독일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신연방주의 특별한 지 를 고려하여 비스무트(Wismut) 지역의 오염상태 개선을

한 책임을 부여받았다. 으로 연방 재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개선

로젝트의 목표는 지역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완 한 환경과 생활 조건을 만들

어 내는 것이다.

지 까지 사용한 재원(67억 마르크)을 가지고 연방기업 비스무트 유한회사는

해당 지역의 방사능과 통 환경오염물질을 폭 감소시키는 범 한 해체

개선조치를 취하 다. 이를 통해 자연 균형을 한 요한 제조건이 마련되

었다. 생태 의미 외에도 비스무트- 로젝트는 우라늄 탄 지역의 경제 ․구조

정책 발 을 한 요한 요인이 되었다(지역의 요한 고용주, 평균 이상의

직업교육, 비스무트 유한회사에 의한 외부 탁). 우라늄탄 의 유산에 하여 진

척되고 있는 해체 개선과 함께 지속 인 환경개선이 진행될 것이다. 향후

8-10년 내에 요한 핵심과제는 온천시설(Wasserbehandlungsanlage)의 건

립과 운 뿐만 아니라 갱구개선, 노천탄 메우기의 지속, 아직 폐쇄되지 않은

산과 갱도의 정리 등이다. 재의 평가에 따르면, 상기 기간 동안 요한 과업은

종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후속조치, 즉 환경모니터링뿐만 아니

라 정리작업․정비작업, 정수와 같은 일이 계속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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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2001년 3월까지 비스무트 개선 상태(단 : %)

핵발 소 해체

연방정부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는 그라이 스발트-루 민(Greifswald-Lubmin)

과 라인스베르크(Rheinsberg)에 있는 폐쇄된 소련식 핵발 소의 해체와 재건설

은 2000년도에도 계획 로 계속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고용을 창출하기 해 개

인 투자자의 유치를 통해 루 민지역에서 에 지 산업의 입지를 유지하고 발

시키는 성과 있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0.2.2. 갈탄탄 의 재개발

과거 동독시 에 범 한 면 에 걸친 갈탄 산의 채굴과 갈탄개량은 생태

으로 한 피해를 남겨 놓았다. 미텔도이칠란트와 라우지츠 지역에 있는 갈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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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겨놓은 오염의 개선은 1989년의 변 직후 고용창출조치를 통해서 시작

되었으며, 1993년 이후 연방과 동독의 갈탄지역 주정부 사이에 결의된 생태

오염에 한 재정규칙에 한 행정 정(VA-Altlastenfinanzierung)에 근거해

서 이루어졌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재정은 보충된 행정 정(VA-Braunkohlesanierung)

에 의해 확보되었다. 이후 매년 12억 마르크까지 지원되고 있다. 재정조달을

해 2002년부터는 연방과 주정부가 가능한 필요에 맞는 재정의 범 를 기간에 맞

추어 확정하기로 합의하 다. 재 련 상이 열리고 있다.

갈탄탄 의 재개발을 해 2000년에는 여타의 로그램을 포함하여 고용집

조치에 10억 마르크 이상이 지출되었다. - 1991년 갈탄탄 의 개선 착수이래 이

를 통해 연방과 주정부에 의해 110억 마르크 이상이 사용되었다. 이미 재활용화

에 한 의무의 2/3, 산용 토지개선의 80%가 마무리되었다. 지역 소재의 기업

에 한 재개발 탁과 직업교육 - 2001. 1. 1 기 으로 527명의 견습공 - 을

통해 갈탄 산 재개발을 해 지난해처럼 신연방주 갈탄 산지역에 구조정책 으

로 요한 기여를 하 다.

동독시 만들어 놓은 노천탄 의 갱구에 물이 넘쳐 많은 장소에 여가와 휴양

에 한 호수가 생겨났다. 그것은 마치 라이 치히 근교의 코스푸덴(Cospuden)

처럼 되었다. 토지 개선작업의 종료 후에, 운동․주민 이 ․호숫가로의 탈바

꿈․재개간 등을 통해 이미 22개에서 44개에 이르는 노천탄 휴양호수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으며, 휴양호수 올버스도르 (Olbersdorf)와 코 주덴(Copsuden)

에 물을 채우는 작업은 끝이 났다. 신속한 물채우기 작업에 의해 양호한 수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물을 채우기 해서는 련된 산법과 하천법에 근거한 허가

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천탄 의 갱구를 물로 메우는 사업을 효율 으로 처리하

기 해 슈 강(Spree)와 슈바르쳐 엘스터강(Schwarzer Elster)의 유역에

자리잡은 라우지츠-미텔도이칠란트 산회사(LMBV)가 2000년 9월부터 지역을

포 하는 심회사로 리스 (Briske)에서 업을 시작하 다.



독일통일백서
                                                                                    

- 114 -

갈탄가공(갈탄공장, 발 소, 보일러, 석탄건류시설, 코크스, 가스공장)을 통한

100개 이상의 공장지역에 한 개선은 분해, 폐품화, 해체, 폐기와 함께 이미 많

이 진 되었다. 부독일의 55개소에 이르는 요한 휴양지들이 어느 정도 모습

을 갖춘 상태로 종료되었고, 라우지츠에서는 30개 로젝트가 진행 이다. 이

의 큰 공장(Böhlen-Espenhain, Lauchhammer, Schwarze Pumpe)뿐만

아니라 얼마간의 오래된 석탄건류시설의 지표는 토양과 수질의 한 오염을 야

기하 다. 이것들은 효율 기술의 용을 통한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개선을 필

요로 하고 있다. 작업은 1999년에 시작된 연방 교육연구부에서 지원하는 로그

램에 의해 용 가능한 기술이 검토되고 있다.

양 지역의 과거 노천탄 과 가공시설의 역에서 평가와 조사 등에 따라 보

호․개선되었거나 개선될 총 1,200 개 이상의 오염된 지표가 포착되었다. 2000

년말까지 다음과 같은 처리상황에 도달하 다: 이러한 오염장소의 550곳이 보호

되거나 개선되었고, 반면 270개소는 조사에 근거해 개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밝

졌다. 나머지 약 410개소의 오염장소에 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업

무처리에 있어 주안 은 지하수 정화를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LMBV는 2000년에 토지이용의 틀안에서 총 7,000 ha를 매각하 다. 지방정

부와 문기 의 긴 하고 유익한 력을 통해 해당지역에 소기업의 이주를 가

능하게 하 다. 이를 통해 필요한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이 만들어낼 수 있었

다. 과거 노천탄 의 토지 에 탄 후속토지(새롭게 정리된 토지)는 국토이용계

획에 의한 이용목 에 맞는 환을 통해, 를 들면 자연 친화 토지로의 변경

을 통해 모습을 바꾸게 될 것이다.

특히 두드러진 것은 과거 노천탄 쉬라벤도르 -쥐트(Schlabendorf-Süd)

지역과 자연보호지역 반니헨(Wannichhen)으로부터 자연형태로 변화되어 개선

된 토지 771 ha를 질만 재단(Sielmann-Stiftung)에 매각한 것이다. 이를 통

해 상기 토지의 지속 보호가 보장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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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자연보호

연방정부에게 있어 자연보호는 환경보호를 해 가장 요한 심 역의 하나

이다. 특히 연방자연보호법에 한 범 한 개정을 통해 자연보호정책은 새로

운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분명히 계속 발 하게 될 것이다. 자연 이고 자

연 친화 인 지역과 거기에 존하고 있는 식물과 동물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환원될 수 없는 손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목표이다. 한 신연방주의 특별히

가치 있는 자연보호지 를 지킴으로써 국가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다.

독일 통일을 통해 가치 있는 자연지역은 연방정부의 소유로 이 되었다. 이것

은 특히 토지이용회사(BVVG)가 소유한 토지와 라우지츠․미텔도이칠란트 산

회사(LMBV)의 탄 후속토지에 있는 토지에 용된다. 국가 자연유산의 지속

보호를 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 2000년 여름에 자연보호의 목 으로 100,000 ha가 구동독재산의 사유화로

부터 제외되어 BVVG의 토지가 되었다. 50,000 ha는 심있는 주정부와

자연보호단체에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다른 50,000 ha는 더 긴 한 용도를

해 교환하거나 특정한 경우에는 자연보호의 목 을 해 시장가격으로 매

매될 수도 있다(11.3 토지매매 로그램 비교)

- LMBV의 경우에 특별 가치가 있는 토지에 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자연보

호 의무가 있는 토지를 증명하는 청원에 따라 주정부에 양도되기도 하 다.

- 국가 자원 유산의 보존을 해 자연보호에 한 재정지원이 개선되었다.

독일 연방환경재단(DBU)의 리기구는 재단의 정 과 지원원칙을 자연보호

에 유리하게 확 하 다. 앞으로 이를 통해 환경친화 인 기술과 상품의 개

발과 사용, 환경 친화 인 조치 외에도 독일 연방환경재단의 자연보호 로젝

트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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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합 농 발 지원

농 지역은 주거공간, 생활공간, 업무공간,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농 은 다양한 특수성을 통해 특징지을 수 있다. 특수한 개발문제와 더

불어 개발 잠재력 한 갖고 있다. 농업은 신연방주에서 여 히 요한 경제

요인이다. 농업은 계속해서 성과있는 발 과 안정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농

업기업과 임업기업은 이를 통해 지역 공간의 안정성과 매력에 기여하고 있다.

지속 향을 갖는 성공 이고 통합 인 지역발 을 해 이들 기업은 요한

트 이다.

지원 정책과 농 지역의 개발은 이러한 발 을 지원하 고, 지방 결함을 해

소하는데 기여하 다. 아젠다 2000과 련하여 의결된 농 지역 개발규정

(EAGFL-Verordnung)은 요한 기본조건을 확정하 다. 부분 으로 높은

실업과 이주로 특징 지워지는 지역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해 지원의 주요목

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농업과 임업 주로부터 농 지역에 비

농업 일자리를 이주시키는 강력한 유인책이 나오고 있다. 농 지역은 우선 두

드러진 범 에서 극 노동시장정책을 한 수단에 도움이 되고 있다. 지방의

경제 발 은 농업과 임업에 의존하는 것은 더 고 수공업과 상업에 훨

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유럽연합, 연방, 주정부를 통한 구조지원에서 통합

의 시작은 재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리고 농

의 지속발 에 기여하고 있다. 신연방주는 지원기간에서 목표-1-지역에 속한다.

즉 발 이 침체된 지역에 속한다. 신연방주는 이를 통해 유럽연합을 통한 우선

지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농 지역을 한 정책의 환이 지역 로

그램에서 나타나고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주정부-공공과제(농업구조와 해안보

호의 개선, GAK)의 틀안에서 참여하고 있다. GAK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인 조치로서 요한 토 를 포함하고 있다. 지방의 개발을 하여 이외

에 지역 경제구조 개선의 공동과제와 지역 경제지원으로부터 자 이 투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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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분야별 발

농업의 구조 환은 계속 진 되고 있다. 과거 동독의 5,100개 동조합 농

기업과 국 농기업으로부터 2000년까지 2헥타 내지 그 이상의 농업용 토지

(LF)를 가진 27,600여개의 농기업이 생겨났다. 구조 형태는 법 형태, 기

업의 규모, 소유 계 등으로 인해 구연방주의 그것과 히 구분된다. 1999년에

총 560만 헥타의 농업용 토지 53.5%가 사법상의 법인 소유로 있었다. 농업용

토지의 23%는 개별 농기업에 22.8%는 개인조합에 속한다. 평균 농업용 토

지 소유는 사법상 법인의 경우 945헥타로 가장 크고, 많은 차이를 두고 400헥타

의 개인조합이 그 다음에 자리하며 개별 농기업은 55헥타에 불과하다. 개별

농기업은 1998년에 비해 평균 토지소유가 12% 가량 증 하 다. 모든 농기

업의 임차율은 약 90%에 달한다(구연방주: 50%).

1989년 약 850,000명이 비농업 인 부 기업을 포함하여 농업부문에 고용되

어 있었다. 구조 환과 련하여 특히 통일 이후 첫 해에 많은 범 에 걸쳐 노

동력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2000년 기 으로 신연방주의 농업기업에 약

167,500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그 에서 단지 39,000명 약 23%가 가족노동

력에 의지하고 있다(구연방주: 약 65%)

신연방주에서 경 되는 개별기업은 1999/2000년 경 연도에 구조 장 에

근거하여 평균 으로 기업별, 개인별로 구연방주보다 높은 이윤을 달성하 다. 부

분 으로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히 높은 이윤증가가 있었는데 작센-안할트는

26.8%, 튀링엔은 19.9%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시장에 한 두려움으로 인한 소

극 경 을 제외한다면 신연방주에서의 이윤증 는 구연방지역보다 유리하다.

사료용 식물재배기업은 신연방주 평균 으로 더욱 높아졌다. 동물 애호에 한

편견 때문에 재배되는 토지면 에 비해 구연방주보다 상당히 은 소득을 올렸

다. 신연방주의 농업 수익상황에 한 상세한 보고는 연방정부의 2001 농업보고

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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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농업과 농 지역 지원

연방정부는 농업구조와 해안보호 개선을 한 공동과제(GAK) 틀에서 신연방주

의 농업지원에 참여하 다. 연방은 이를 통해 성과있는 농업경제의 발 과 지방의

생활여건 개선에 요한 기여를 하 다. GAK의 정책을 해 2001년도 연방자

으로 15억 9,000만 마르크를 마련하 고 그 에서 5억 2,300만 마르크는 베를린

을 포함한 신연방주를 해 사용될 것이다. 연방은 GAK의 틀에서 60% 자 으로

정책지원에 참여하 다(해안보호는 70%). 주정부는 2001년도에 총 10억 3,000

만 마르크를, 신연방주는 3억 3,000만 마르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몇 년처럼 신연방주에서는 2000년에도 GAK의 틀에서 개별 농기업의

투자지원 분야가 으로 진흥되었다. 연방정부는 1억 2,000만 마르크를 가

지고 투자지원 분야를 지원하 다. 신연방주는 지원의 틀 안에서 배상보증을 도

입하 고 이를 통해 주로 임차경 하는 기업의 자기자본 취약에서 오는 단 을

감소시키고자 하 다. 이외에도 연방은 약 1,730만 마르크를 가지고 시장구조의

개선 지원조치에 참여하 다.

GAK의 틀 안에서 신연방주에 한 지원의 다른 주안 은 부담조정수당을

만드는 것이다. 부담조정수당은 농업 문화의 보존과 농업 입지를 확보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 조치를 해 연방정부는 2000년 신연방주에 9,600

만 마르크를 제공하 다.

수리시설 문화기술 조치와 구획정리, 마을개수, 농업로 건설과 같은 범 농

업기업 조치를 통해 개별농업기업의 발 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시행하 다.

주안 은 마을개수 지원을 하고 조치를 통해 건축자재로의 환사용을 한 농업

임업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를 해 1억 100만 마르크(연방 체 약 1억

4,600만 마르크)의 연방자 이 GAK의 틀안에서 신연방주에 제공되었다.

지난해에 시작한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사이의 GAK 지원조건 동등화는 2000

년도에도 계속될 것이다. 2001년 3월에 결정된 기본계획 2001-2004는 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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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를 한 포 이고 통일 인 지원틀을 계획하고 있다. 신연방주를 한 특

별결정은 개별 인 지원기반( 를 들면 지방도로건설, 마을 개선, 시장구조개선)

을 의하 다. 특별결정은 보조 의 액수 등을 근본 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별

기업의 투자지원 분야에서 배상보증은 신연방주에 해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신연방주의 지역은 유럽연합을 통해 요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유럽

연합의 지역 평균과 비교하여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경제 결핍의 제거를 해 목

표-1-지원의 틀 안에서 운 계획을 통해 농 지역이 지원 받고있다. “농업, 지방

의 개발”이라는 핵심 역에서 지원의 목표는 사회경제 발 조건과 지역에서의

환경상황의 개선, 농업․임업․어업의 강화 그리고 토지․공기․물 등 존 자원

의 지속 리 등이다. 한 운 계획은 지역 사회 기 의 지원조치를 포

하고 있다.

2000-2006년의 지원기간 동안 농업구조 개선을 해 유럽 농업 개발․보증기

(EAGFL)으로부터 구조기 자 약 67억 마르크가 제공될 것이다. 한 어업

은 약 2억 마르크를 어업기 으로부터 받고 있다. 여기에 EAGFL, Abteilung

Garantie(농업시장질서를 한 지출)로부터 23억 마르크를 받는다. 이러한 자

은 신연방주에서의 목표-1-지원을 보완하고, 특히 농업환경조치 지원과 자연에

의해 괴된 지역의 회복을 해 사용된다.

이러한 자 을 보완해서 2000-2006년 동안의 지원기간에 공동발의 LEADER+

의 틀 안에서 신연방주에 유럽연합의 구조기 으로부터 지방개발을 한 모범 ․창

의 조치를 해 2억 4,000만 마르크가 제공될 것이다.

LEADER+의 틀 안에서 지리 ․경제 는 사회 통일을 의미하는 농업

지역에서 통합되고 지속 인 개발 략의 작업과 환은 재정 으로 지원되고 있

다. LEADER+는 이를 통해 과거계획인 LEADER Ⅱ와 연결되고, 형 인

지역별 지원과 부문별 지원 외에도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농업지역에서 경제

동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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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토지취득 로그램

거의 2년간의 단 후에 2000년 11월에 토지취득 로그램에 따른 매가 배

상수행법 부담지원법(EALG)과 토지취득규정(FlErwV)에 기 하여 다시 시

작되었다. 1998년 12월 30일에 조치된 매매정지의 폐지와 함께 연방정부는 내

년에 토지평가 행정회사(BVVG)가 거의 1백만 헥타의 농지, 40만 헥타의 산

림을 유리한 가격으로 사유화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유럽 원회는 최 의 토지취득 로그램을 부분 으로 유럽공동체 권리에 어

나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한 1999년 1월 20일의 유럽 원회의 결정에 근거해

환원된 매매정지는 지난 몇 개월 동안에 련 농업 임업 기업에게는 한

불확실성을 야기하 다. 이러한 결정과 함께 원회는 연방정부로 하여 유럽공

동체에 허용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의무화하 다.

처음부터 연방정부의 목표는 유럽 원회 결정의 향이 농업과 임업에 가능한

게 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었다. 토지취득을 유럽연합법에 조화시켜 2000

년 9월 22일 시행에 들어가고 원회의 승인을 받은 재산권보완법과 함께 연방

정부는 우호 토지취득의 새로운 규정으로 유럽법의 핸디캡을 고려하면서 동시

에 동독지역의 농업개발 지원도 고려하는 어려운 스 가트(발 기술의 하나)를

연출하는데 성공하 다. 새로운 규정과 함께 연방정부는 동독지역의 농업개발과

련 확실하고 공정한 조건의 창출을 해 요한 기여를 하 다. 이러한 맥락에

서 구토지취득 로그램의 부분 인 유럽연합법 배치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매매

계약도 소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히 요한 의미가 있다.

유럽연합법에 일치시키기 해 토지취득 로그램은 다음의 주요한 들이 개정

되었다: 농지의 매매가격은 일반 으로 시장가격에서 35%를 제외하고 시작되었

다. 차별 우 지를 정당화하기 해 연방정부는 지방 거주의 토지취득 조건을

1990년 12월 3일로 취소하 다. 지된 보조 의 반환청구를 해 법 인 조건이

마련되었다. 유럽 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에 있어 추가지불이

필요한 한에 있어서는 해당 기업이 재정 곤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장 신연방주를 한 정책과 로그램
                                                                            

- 121 -

한 토지취득 로그램의 개정법에서는 100,000 헥타까지의 특별히 가치있는

자연보호토지의 보존을 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 다. 그리고 주정부 혹은 자

연보호단체 는 재단은 50,000 헥타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50,000 헥타까지의 여타 토지는 주정부가 EALG-가치로 자신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거나 시장유통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다. 자연보호토지의 사유화는 새롭고

지속 인 소유권법의 기 에서 조정될 것이다(10.3의 자연보호 비교)

11.4. 과거부채 정리에 한 규정

신연방주에서의 농업부문의 과거부채는 1990년 7월 1일자로 약 76억 마르크

에 이른다. 그 에서 14억 마르크는 신탁청에 의해 인수되었다. 그리고 마르크-

차 조표법의 16장 3 에 근거하여 약 30억 마르크가 차 조표상에서 경감

되었다. 반환의무를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경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과부채상환은 연간 경 수익의 20%를 상환하는 형태로 하며, 자의 경우 상환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연방헌법재 소는 1997년 4월 8일의 기본결정에서 과부채규정을 확인하 다.

재 소는 입법기 에게 기업의 다수가 정상 인 경 활동을 통해 한 기간내

에 과거부채상환을 지불할 수 있는지에 한 입증책임을 부과하 다. 이를 입증

하기 해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 있는 농업기업(부문)의 과거부채에 한 과학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결산보고는 2001년 3월 이래 제출하고 있

다. 농업의 과거부채에 한 향후 처리를 한 연방의 지속 인 조사에 2001년

5월 14일 베를린에 있는 훔볼트 학의 공개 학술토론회의 결과가 반 되었다.

11.5. 토지소유권 건물소유권의 통합과 문제

물권정리법에 따른 차뿐만 아니라 농업조정법 64조에 따른 통합 차 그리고

지방의 토지 건물소유권의 통합연결은 잘 진척되고 있다. 답정리 청은 그

사이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례의 부분을 해결하 다. 동독 시 에 완료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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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의 분리에 한 폐지는 소유권의 경제 이용, 투자계획을

한 기 로서 토지의 신용권 그리고 매매와 유증의 방법 등에 의한 소유권의 자

유로운 처분을 한 제이다.

농 의 많은 토지가 - 동독시 에 실행된 농장과 련하여 - 농로망의 제거

를 통해 평야지 로 변경되어 결과 으로 농로연결망이 상실되었다. 그 동안에

연방정부, 주정부, 사유화회사 토지 행정회사(BVVG), 신탁회사(TLG) 사이

에 문제에 한 해결책을 찾아냈다. 이에 따라 원래의 농로가 지자체에 다시 귀

속되었다. 재 주로 BVVG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농업 인 라에 요한 농로

의 건설을 해 지자체에 의해서 목 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

12. 술․문화․스포츠

연방의 요한 문화정책의 목표는 신연방주에 있는 문화유 지를 국가 ․국제

지 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다. 두드러진 진 에도 불구하고 연방과 주정부는

계속 노력을 통해 이러한 목표의 실 을 지하지 않고 있다. 연방은 문화지원

역에서 수많은 로그램과 조치를 통해 주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12.1. 신연방주․베를린의 문화지원

12.1.1. 로그램 “신연방주에서의 문화”

체계 이고 기 으로 투자되고 있으며 모든 문화 역을 포함하고 있는 투자

로그램의 핵심과제로서 재건 로그램(Aufbauprogramm)은 2001년에도 계

속 될 것이다. 2001년 상반기 로젝트의 자 (Liste Ⅲ)은 1억 3,850만 마

르크에 달하고 그 3,000만 마르크는 연방의 자 이며, 1억 850만 마르크는

주정부와 지자체의 자 이다. 2001년도 하반기(Liste Ⅳ)에 연방은 역시

3,000만 마르크를 마련하고 있으며, 동베를린은 신연방주와 같은 조건으로 지

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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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로그램의 결과는 문화정책 으로 뚜렷이 개선되었다: 문화 해체 경

향의 역 은 지자체의 에 띠는 건설을 통해 구체 으로 개선되었다. 증가된 인

건비와 물건비로 특징지워지는 외 으로 한정된 문화 산을 가진 주정부와 지

자체는 건축 로그램을 통해 신을 유발하는 기회를 가졌다. 로그램은 문화

으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정책 으로도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문

화 건축물 건립의 경우 부분 지역 경제가 함께 고려되고 있다.

12.1.2. 보고서 - 문화시설과 필요 투자에 한 보고

문화국가 독일을 특징짓는 제도는 신연방주에서 부분 으로 여 히 악화된 상

태에 있다. 자연 풍 이외에도 문화 자산이 신연방주 자치단체의 장 으로서

요한 미래 잠재력이기 때문에 신속한 재확충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문화 업무 련 연방정부의 권 원(BKM)은 신연방주의 동의하에 랑

쉔 재단(Franckeschen Stiftung) 할 의 과거 책임자 울 랍베(Paul

Raabe) 교수에게 청서(Blaubuch)에 한 구상을 작성하도록 의뢰하 다. 문

화유 지의 황조사를 한 기 은 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한 복원

을 해 필요한 재정비용이 구체 으로 추정되어야만 한다. 재의 작업상황에

따라 주정부의 문화부서들이 제안을 총 하고 있다. 랍베 교수는 이것을 평가하

고, 부분 으로 련 시설의 책임자와 장에서 검하고 있다.

청서의 안은 2001년 9월말까지 BKM과 주정부에 제출되고 그후 공개 토

론을 거치게 될 것이다. 최종 작성은 2002년에 책자의 형태로 발간할 수 있을

것으로 측하고 있다.

12.1.3. 투자지원법(IFG)

연방이 2000년에 기본 으로 지원목록을 문화에 유리하게 확 한 후에 문화부

문이 얼마나 투자지원법의 자 으로부터 지원받을지는 주정부의 수 의 결정에

달려있게 되었다. 를 들면 작센과 작센-안할트는 자 을 문화에 유리하게 재편

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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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수도에 한 문화지원

연방정부와 베를린 시정부는 2001년부터 수도 베를린에 한 문화지원을 새

롭게 규정하기로 합의하 다. 명확한 직속 할을 마련하기 해 수도 특징을

가진 베를린의 문화시설에 한 지 까지의 일 지원 체계가 변화를 맞게 될 것

이다:

- 연방은 유 박물 , 베를린 축제, 세계문화의 집 그리고 약 3,600만 마르크

가 소요되는 Martin-Gropius-Baus에 한 제도 지원을 단독으로 수행

하게 되었다.

- 베를린 주정부의 보조 을 포함하여 연방은 로이센의 문화유산을 해 매

년(우선 2004년까지) 약 4,400만 마르크를 지원하는데 이는 베를린의 심

에 있는 쟁 등으로 손상된 박물 섬(Museum Insel)의 개보수에 사용

되게 된다.

- 2,000만 마르크가 수도의 문화기 으로 마련될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 베를

린에 의미 있거나, 국가 으로나 국제 으로 향력을 갖거나 특히 신

회의나 조치를 지원하게 된다. 연방과 베를린 시정부의 표와 재단 이사로

구성된 공동 원회가 자 의 임에 하여 결정하게 된다.

베를린에 한 연방의 문화지원은 에서 언 한 조치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매년 총 5억 마르크 이상이 연방재정으로부터 직 베를린의 문화지원으로 유용

하게 쓰인다. 연방은 2001년부터 10년 동안 - 박물 섬의 유지․보수를 한

로이센 문화유산 재단의 수도 문화계약의 틀안에서 - 매년 세제개 2000을

통해 수입결손의 조정을 해 베를린에 할당하여 계산된 2,500만 마르크를 넘겨

받았다. 한 로이센 문화유산 재단은 연방의 특별기부로서 1-마르크-황 동

의 매수익으로부터 1억 마르크를 받는다.

수도의 문화발 계약 틀안에서 베를린으로부터 넘겨받은 4개 시설은 수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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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확정된 지원으로 연방에 의해서 2,000만 마르크를 추가 으로 받는다.

이를 통해 지 까지 베를린에 의해 지원받았던 문화재가 더 많은 재정자 을 제

공받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

한 연방은 국립악단의 음악 성과의 확보와 운터 덴 린덴 거리(Unter den

Linden)에 있는 국립오페라극장이 술부문에서의 선도 지 를 유지하는데

350만 마르크를 제공할 것이다.

연방은 베를린을 독일의 수도로서 유럽의 메트로폴리탄으로 그리고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의 심지 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문화 특징의 지속 강화와 개발

에 결정 기여를 하고 있다.

12.1.5. 연방실향민법과 연방망명자법 96조에 따른 지원

동유럽에서의 지난 수년간의 역사 변화와 독일의 통일 달성 이후, 연방실향

민법 96조에 따른 문화사업에 한 요구가 변화하 다. 이 게 변화한 과제를 고

려하여 새로운 지원구상이 공동작업을 통하여 마련되었다.

연방실향민법 96조의 내용은 신연방주에서 지 까지보다 더 강력히 이행되어야

만 한다. 왜냐하면 동독지역에서 실향민 문제는 과거 분단기간 동안 의식 으로

언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독지역에 살고 있는 4백만의 실향민은 국가 지원

없이 고향에 한 기억으로만 지냈고 지 까지도 터부화되어 향을 미치고 있

다. 연방은 라이 치히와 에어푸르트의 재단교수직, 괴르리츠의 쉴 지안 박물 ,

그라이 스발드의 포머른 주박물 , 포츠담의 “동유럽의 독일문화포럼”의 설립을

통한 특별한 노력을 떠맡았다.

신연방주로부터의 로젝트신청은 지속 으로 높은 우선권을 가지며, 특별한

가치는 국경을 맞 고 있는 폴란드, 체코와의 긴 한 공동작업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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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문화재 보호

수십년간 문화재에 한 소홀한 방치로 인해 이에 한 지원은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2001년도에도 연방정부는 신연방주 문화재의 보호와 유지

를 한 자 으로 2,900만 마르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자 을 가지고 300

개 이상의 문화재가 계속되는 방치로부터 보호되고 복원되었다. 한 이러한 지

원을 해 2억 마르크가 “도시의 문화재보호”를 한 자 으로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139개의 동독도시에 있는 역사 유물이 개보수되었다. 한 구동독의 정당

조직의 재산으로부터 5,000만 마르크(연간 625만 마르크)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에 있는 문화재의 보호와 유지를 해 독일문화

재 재단을 통하여 투입될 것이다. 이러한 지원조치를 통해 신연방주의 문화재보

호는 연방정부의 문화정책의 핵심사항에 속하게 되었다.

12.2. 등 로그램(Leuchtturm-Programm)

연방은 문화국가로서 독일의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에 있는 국가 으로나 국제

으로 요한 문화시설의 보존과 화를 지원하고 있다. 신연방주에 매년 총

8,000만 마르크가 지원되고 있는 문화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베를린- 란덴부르크 로이센 성곽 재단

- 바이마르 클래식 재단

- 조르비 민족 재단

- 라이 치히 바하 자료

- 베를린- 란덴부르크 술아카데미 기록보존재단

- 작센-안할트의 루터-기념비 재단

- 슈트랄 트의 독일해양박물 재단

- 할 랑 재단

- 데사우-뵈를리츠 문화재단

- 바드 무스카우의 퓌르스트 퓌클러 공원 재단

- 라니츠의 퓌르스트-퓌클러 박물 공원과 성을 한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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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제나흐 바르트부르크 재단

- 랑크푸어트/오더 크라이스트-기념 연구소

- 카멘츠 싱-기념 박물

- 미텔도이칠란트 바로크뮤직 상설 심의회

- 귀스트로 에 있는 에른스트-바르라흐-박물 , 바트 랑 하우젠에 있는

노라마-박물 , 베를린 산업박물 , 우제돔의 코제로 에 있는 오토-니마이

어-홀슈타인-아틀리에 등의 로젝트 지원

“문화-동독지역의 등 ”를 한 연방정부의 참여 효과는 장에서 직 확인할

수 있다:

바이마르 클래식 재단은 박물 , 추모지, 성, 공원 그리고 국가 문화재인

도서 으로서 세계 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0년에 연방정부의 지원은 1,470

만 마르크에 달한다; 다음 연도에는 1,520만 마르크가 계획되어 있다. 재단의

지속 발 은 내년도에 술박물 의 바이마르에 한 합병을 통해, 니체-강좌

의 통합과 재건을 통해, 헤르 긴-안나-아 리아-도서 의 개보수 확장(연방

이 50% 재정지원하는 약 5,000만 마르크의 건설조치)을 통해 결정 으로 이루

어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와 련하여 재 새로운 재단의 체제에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베를린- 란덴부르크 술아카데미 기록보 소 재단은 문화․ 술 연방 탁처

를 통해 재 410만 마르크를 재정지원 받음으로써 경상비용의 50%를 해결하고

있다. 기록보 소는 독일에서 여러 문 역에 걸쳐 가장 요한 술-기록보

소이다(조형 술, 건축 술, 음악, 화, 미디어, 연기 술, 문학, 술박물 /

60,000 의 술; 히트․바이겔․제거의 추모지).

비텐베르크-아이스 벤 루터재단, 바르트부르크 그리고 바이마르와 데사우에

있는 바우하우스 건물에 이어 2000년 말에는 데사우-뵈르리츠 술재단의 가르

텐라이히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산으로 등재되었다. 재는 바트 무스카우 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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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스트-퓌클러-공원의 등재를 해 노력하고 있다. 10년 부터 베를린- 란덴부

르크 로이센 성곽 재단(SPSG)의 성과 정원은 세계문화유산이었다. 재는 건

물 개보수가 범 하게 추진되고 있다. 연방은 모든 지출의 42%를 부담하여

란덴부르크와 베를린보다 비용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12.3. 스포츠

스포츠는 사람 사이를 연결해 다. 이것은 모든 연방주 운동 회 사이의 다

양한 을 통해 서 증명되고 있다. 신연방주의 체육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들이 다양하게 연방 체의 경기력 향상에 련되어 있는 것은 이미 오래 일

이 되었다.

신연방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기와 톱클라스의 선수들을 한 조건

을 개선한다는 과제는 물론 변화하지 않았다.

12.3.1. 올림픽 거

연방내무성은 신연방주에서 7개의 올림픽거 (메클 부르크-포어폼메른, 포츠

담, 코트부스/ 랑크푸어트 오더, 헴니츠/드 스덴, 라이 치히, 막데부르크/할

, 튀링엔)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과거 동독시 부터 요한 스포츠시설이 소

재한 베를린이 올림픽거 으로 추가되고 있다. 2001년에는 올림픽거 은 톱클라

스 선수를 해 트 이 재정지원의 틀안에서 트 이 의 고용을 해 그리고

스포츠 시설의 유지와 운 을 해 2,300만 마르크의 연방지원을 받았다.

12.3.2. 연방트 이닝센터

재 11곳의 연방트 이닝센터(BLZ) 에서 신연방주에 3곳(킨바움, 랑크

푸어트 오더, 오버호 )이 있다. 연방트 이닝센터의 지원을 해 연방은 독일

체의 연방트 이닝센터에 사용될 총 액의 50% 이상인 300만 마르크를 지

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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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엘리트 스포츠 학교

엘리트 스포츠 학교를 통해 스포츠에서 재능있는 선수양성과 후계자 양성은 주

정부, 체육 회 그리고 단체를 통해 톱클래스 선수양성과 함께 서로 력하고 있

다. 연방내무성은 특히 올림픽거 에 있는 “체육인의 집”의 지원 틀안에서 후계자

양성과 톱클라스 선수 양성 사이의 을 찾아 우선 주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요한 과제에 참여하 다. 독일에 있는 총 34곳의 엘리트 스포츠학교 에서 최

로 2001년 3월 14일 포츠담에 있는 리드리히-루드비히-얀 스포츠학교가 이

러한 과제에 참여하 다.

12.3.4. 체육시설 건립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역에서 스포츠 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 신연방주에서 성과가 좋은 스포츠분야의 투자 조치를 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약 3억 7,700만 마르크의 연방자 을 승인받았다; 그 에서

2000년에만 약 5,100만 마르크가 사용되었다. 조치의 규모와 다양성에 있

어서 상당한 투자 로그램을 가지고 연방정부는 높은 성과를 내는 종목의

운동시설을 개보수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새롭게 설립하는 것에 기여하

다. 내세울 만한 사례는 1,750만 마르크의 연방자 을 지원한 라이 치히

의 복합 운동센터의 건립이다.

- “동독지역 성기 도래 계획(Goldner Plan Ost)”이라는 특별지원 로그

램을 통해,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에 기본시설(운동장, 홀, 수 장)을 갖춘 체

육시설 신축, 확장, 재건축이 지원되었다. 1999년에 연간 1,500만 마르크

로 설립이 지원되었고 재 2002년까지 기한이 한정되어 있다. 2001년에는

1,400만 마르크가 증가하여 거의 두 배 늘어난 2,900만 마르크가 투입될

것이다. 이를 통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7,400만 마르크의 연방자

이 지원될 것이다. 주정부와 지자체의 추가 자 을 합치면 총 투자 액은

3억 마르크에 달할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182개의 개별 조치가 지원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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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지원될 것이다. 2001년도를 한 추가 자 을 통해 주정부의 보고에

따라 약 60여개의 로젝트가 지원될 것이다. 로젝트의 선발과 우선권부

여는 스포츠분야의 긴 성에 따라 주정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특별지원

로그램은 운동시설건립지원에 있어 주정부마다의 서로 다른 다양한 목표

에 응하고 있다. 생태 이고 사회복지 인 기 이 함께 고려되고 있다; 같

은 정도의 긴 성을 가진 다수의 계획 에서 선발할 때는 생태 ․사회복지

기 이 요한 근거가 된다. 지 까지 로젝트의 약 40%가 생태 조

치로 정당화되었다( 를 들면, 에 지 약 난방시설, 환경과 조화되는 건

축자체의 사용, 자연보호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조화). 사회 측면의 고려는 어

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노동창출조치의 노동자 고용을 해 운동시설을 설립

함으로써 실 되었다. 특별지원 로그램은 동독지역 재건의 투자지원법에

서 스포츠시설의 개보수를 해 마련된 연방의 자 지원과 함께 구연방주의

스포츠시설 인 라에 한 균등화를 해 의미있는 보완책을 마련하 다.

- 연방은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과 라이 치히 앙스타디움의 개축을 한

재정지원을 통해 례없는 기여를 하 다. 연방정부는 이를 통해 2006년도

월드컵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연방에 의한 베를린과 라이 치히의 두 개 스

타디움에 한 지원은 두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 고 외 상황이었

다. 왜냐하면 연방은 기본 으로 축구장 건설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1억 마르크의 라이 치히 앙스타디움에 한 지원은 신연방주에서도 월드컵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기여하 다. 라이 치히 시는 재 스

타디움의 장벽 내부에 45,000석의 지붕이 달린 용 축구장을 독자 방식으로

개축하 다. 총비용은 1억 7,700만 달한다. 건설의 착수는 2000년 말이고 스타

디움의 기능상 공은 독일 체조 회를 해 2002년 말로 계획되어 있다; 완

한 완공은 2002년 4분기에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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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 록 :

통계(Querschnittthemem und Anhänge)

첨부(Anlage)1.

표(Tabelle)1. 주정부간 주거지 변경(1999)

․범례 : 단 는 1,000명당 인원과 총인원, 콤마는 소수 으로

표(Tabelle)2. 이주 총인원(1999)

․범례 : 단 는 명



독일통일백서
                                                                                    

- 132 -

첨부(Anlage)2. 연령별․성별 신연방주(동베를린 포함)와

구연방주간 이주

․범례 : 단 는 1,000명당 인원이고 콤마는 소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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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Anlage)3. 동독지역에서의 연령별 순이주(1997, 1998)

․범례 : 좌측의 단 는 1,000명당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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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Anlage)4. 직업별․학력별 내독간 이주

․범례 : 단 는 1,000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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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통계

1.1. 신연방주의 경제 련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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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제 구조 련 통계(신연방주와 구연방주 비교,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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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 국민경제의 성과

2.1. 주요 경제통계(구연방주와 신연방주 비교)

․범례 : 콤마는 소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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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총생산 - 구연방주와 신연방주 비교

2.2.1. 년 비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

․범례 : 콤마는 소수 으로

2.2.2. 년 비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 증가율

․범례 : 콤마는 소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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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00년도 총부가가치에 한 경제 역별 총부가가치 비율

․범례 : 콤마는 소수 으로

2.4. 년 비 신연방주 경제 역별의 총부가가치 성장률

․범례 : 콤마는 소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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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연방주의 총부가가치에 한 건설업 총부가가치 비율과 제조업

총부가가치 비율

․범례 : 콤마는 소수 으로

2.6. 신연방주의 제조업과 건설업 경제활동인구

․범례 : 좌측 좌표의 단 는 1,000명, 우측 좌표의 단 는 %



제3장 부 록
                                                                            

- 141 -

2.7.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소득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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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연방주와 구연방주간 임 총액․생산성․단 당 임 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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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지표

3.1. 제조업의 생산과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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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설업의 생산과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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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연방주의 생산성 발

․범례 : 20명 이상 고용기업 상, 생산성 지수는 1995년=100, 콤마는 소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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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업․지하자원 채굴․제조업의 고용 황

․범례 : 콤마는 소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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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신연방주 주택건설부문의 건축허가와 완공건수

3.6. 업과 제조업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

․범례 : 콤마는 소수 으로



독일통일백서
                                                                                    

- 148 -

4. 노동시장 통계

4.1. 신연방주 노동시장의 주요 통계 - 200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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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연방주 노동시장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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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연방주의 노동시장․노동시장 정책 조치에 한 청구․노동

시장 정책 조치를 통한 노동시장의 부담완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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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의 경제활동인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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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지원수단

5.1 신연방주를 해 채택된 지원수단에 한 청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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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신연방주에서 GA-자 , ERP-자 을 통해 지원되는 투자액의

지역 배분(1990 - 2001. 3)

․범례 : 콤마는 소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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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91년 이후 신연방주에서 기업의 설립과 산

7. 투자활동

7.1. 신연방주 시설투자

7.2. 신연방주 1인당 자본총량과 시설투자(구연방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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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신연방주의 부문별 투자 황

․범례 : 콤마는 소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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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체 경제 역에서 1인당 투자액의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비교

(단 : 마르크)

7.5. 신연방주 인 라 투자

통신, 교통(베를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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