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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독일통일백서(2004)J 는 독일통일의 기념일(10. 3)에 즈음하여

동독지역 채건담당 장관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r독일통일 현황에

관한 독일연방정부의 2oo4년도 연례보고서J를 번역.발간한 것

입니다.

o 2oo4년도 연례보고서는 독일연방의회가 2ooo년 5월 l9일 연방

정부에게 l999년부터 2oo4년까지 매년 독일통일에 관한 현황을

보고토록 한 결정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로/ 신연방주의 재건을

위한 정책/ 전반적인 재건 상황/ 경제발전 현황/ 발전 전망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零

o 통일부에서는 r독일통일백서('94)J, U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

('96)J, U독일통일백서 f95~'97)J/ U독일통일백서 C99)J, U독일통

일백서(2000)J, U독일통일백서(2001)J, U독일통일백서(2002)J,

r독일통일백서 (2003)J 를 기 발간하였습니다 출

o 독일통일백서가 독일 통합과정에 관심있는 분들과 관계 전문가

여러분의 연구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05. 11

정 책 홍 보 실





들어가는 말

독일연방정부는 주요정책 및 신연방주 재건촉진 방안에 관한 세부정보를 정기

공개키로 한 2ooo년 연방하원(Bundestag) 결정(BT-Drs. : 14/2608)에 따라 2oo5년

통일현황에 대한 백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5개 신연방주의 발전을 위한 연방정부의 '구동독 재건 구상

을 소개하는데 있으며/ 본 구상을 토대로 동서독 지역이 생활수준의 평준화를 이

루고 구동독 지역이 안고 있는 수많은 구조적 결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본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 l장에서는 구동독 재건을 위

한 전반적 구상을 소개하고 있다. 제 2장에서는 구동독 재건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신연방주 경제상황에 관한 통계자료들은

선별하여 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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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신연방주 발전출 위한 구조 개혁정책: 잠재력과 성署요인

l . 신연방주 지역전망

베를런 장벽이 무너진 지 l5년이 경과하고 동서독 연대협약 I에 이어 연대협약

麗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구동독 재건에 관한 논쟁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신연

방주의 높은 실업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은 유럽연합를晴의 동유럽 확장이나 현

재 가시화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차 또한 이같은 변화가 농촌 지역과 변두리지

역에 미치는 영향 등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구동독 재건에 관해 일부 비평가들은 '구동독 재건 구상안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제안은 물론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 중 일부는 이미 l99o년대 초반 논의되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실행계획에

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른이 재건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부

각시킴으로써 신면방주에서 이룩한 지금까지의 결실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구동

독 재건이 실패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동독재건 실패라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보다는 동독재건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객관적

이면서도 신중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룩한 수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성과는 우리가 목표하

는 내적 통합 강화와 생활수준 균일화라는 구동독 재건 프로그램 제2단계 진행의

밑바탕이자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신연방주

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

는 것이다.

향후 구동독 지역 재건 프로그램은 가장 시급한 현안들, 특히 높은 실업률을 해

소할 수 있는 대책을 찾는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도입한

현재의 개혁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의 개혁정책은 고용창출과 성친 인구구

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정서가 다시금 동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구동독 재건 프로그@ 이 추진되는 잔여기간 동안에도 신연방

주를 위한 특별 지원 및 후원을 계속할 것이며/ 여러 지원조치들의 효율적이고 목

표 지향적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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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에는 머지않아 경험하게 될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

한 적절한 사전대응의 필요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구동독 지역

은 구서독 지역보다 인구변화가 더 빠르게/ 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는 감소하고, 노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며, 도시와 지방간의 격차가 점점 더 별

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인구이

동 뿐만 아니라 최근 要 년 간의 출생률 감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인들은 모두 생활전반에 걸쳐 급격한 련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

화에 데한 대응은 세부적이련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청장년 느년층 및 가족제도에 대한 공공복지제

도가 적절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통일백서에서 구동독 재건 찰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초츠

용의 신규 창출 및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분야별 및 지역별 강점을 살리고 현재의

자원을 충분히 활응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연방정부는 농촌 지역과 변

두리 지역에도 지역적 강접과 특성을 살려 개발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신연방주는 과거 연방주 별로 광전자 공학이나 화출 조선/ 컴퓨터공출 언른공

출 생명공친 교통공친 자동차산업과 이의 협력 산업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 등

특정 분야를 육성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 왔다. 농촌지역에서도 관광산업과 함께

견실한 수요기반을 갖춘 소비자 종심의 농업 및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신연방주들은 신구연방 간의 경제구조 격차 해소에 보다 더 주력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구조조정 정책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같은 정책에 힘입어 신연방주와 구연

방주간의 생활수준 격차는 꾸준히 감소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구동독 재

건 신(綿구상안은 2o撚년 7월 9일과 lo일에 걸쳐 진행된 노이하르덴베르크

(Neuhardenberg) 연방내각 비공개회의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제 l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구동독 재건 신구상의 핵심내용과 배경에 관해 설

명한다. 제 2장은 이와 같은 구상 하에 실시된 다앙찰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설명

과 함께 2oo3년도의 주요 성과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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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핵심 개발 분야, 네트워크, 혁신역량

독일경제는 지난 몇 년 간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신연방주

의 높은 실업률, 취약한 경제구조 등과 같은 문제점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나, 일

부에서 제기되는 신연방주 경제의 실패라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7

동안 독일국민이 보여준 개혁의지와 노력은 신연방주의 경제발전에 큰 를을 담당했

다. 여기에는 또한 독일 정부의 전역에 걸친 포괄적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연방정부는 교통 인프라 획co친 새로운 기업 설립/ 기업 이주와 기존 시설의 유

지뿐만 아니라 연구와 혁신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학문과 연구 장려정

책은 학문 및 연구지역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고, 구동독 지역의 산업연구 기

반의 붕괴를 막는 요인이 되었다.

지난 몇 년간 기관 및 프로젝트 지원 이외에도 연구와 제품개발을 신속하게 연

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협력을 장려하는 지원도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 또한 정부의 적절한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협상타결을 위한 임금협상 당사

자들의 책임의식은 안정적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경제발전에 대한 U

동자의 직접적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여건에 기초하여 지난 수년간 구동독 지역에는 일련의 지역별/ 분야

별로 개발상의 특화분야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개발 특화분야들은 구동독 지

역의 미래를 개척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들 핵심 개발 분야가 형성되기

까지는 특정분야(둘 이상)를 집중 육성한 산업 분야별로 차별화된 경제정책, 기업

또는 학술연구기관과 혁신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협력이 도움이 있었

다. 핵심개발 분야의 선정/ 기헙 간 또는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조, 개발역

량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됫받침은 구동독 지역의 산업 집적지 형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밑바탕으로 작용했다.

핵심 개발 분야

구동독의 많은 지역들은 산업 혹은 관광분야를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

들 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생산요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소재하고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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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은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들 기업의 경제활동은 다시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신구 연방주간 생산업 분야 취업률을 살펴보면

구동독 지역의 취업률은 서독의 취업률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업 간 네트워크

독일에는 현재 수많은 기업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네트워크가 형성된 분

야만 해도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생상 판매/ 공급, 마케팅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다. 서독이 오래전부터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여겼

던 기업 간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다. 신연방주에는 현재 약 28o여개의 기업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특히 구동독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혁신역 량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역량이란 높은

시장성을 갖고 있는 특화된 신상품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 및 지역의 혁신

능력을 말한다. 베를린을 제외하고는 아직 신연방주의 혁신역량은 구연방주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신연방주들은 그동안 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

을 이룩했다. 예를 들어 무기화출 생명공학 분야에서 국민 l인당 최다 특허 출원

수를 기곡하고 있으며 전자, 전자측流 검차 광출 사진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수도

평균을 웃돈다.

특정 지역이 산업특화분야, 기업 간 네트워크 및 혁신역량을 동시에 갖추었을

때/ 이 지역은 산업집적지(industrial duster)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런 의미에서 구동독 지역은 현재 산업집적지가 이미 형성 되었거나 형성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업 집적지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효율적이며 목표

지향적으로 사용천 수 있는 기회와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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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l: 산업분야 발전 현황

迷s進린i5遊

현재 열악한 경제상황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구등독 지역산업 생산성은 지난 lo년간 연평균

5.5% 규모로 성장했다. l99l년 이후 해외 수출비중은 2배 이상 증가, 현재 24.5y를 기록하고 있다.

전 독일 생산품의 l/3이 구연방주에서 생산되고 있다.

신연방주에는 제2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다양한 산업분야가 특화되었다. 현 상태에서는 식

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금속제품 제작, 기계, 석유가공업, 출판 및 인

쇄업, 화학 산업, 자동차 산업과 전자 신업 순이다.

l99o년대 중반 이후 첨단산업 분야가 최고의 성장를을 자랑하는 산업분야로 자리매김 되었다. ; I

중에서도 특히 방송 및 정보통신 기술 분야 발전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l995'd~2000년 사이 4배
)

2ooo년에서 2oo3년 말까지 다시 2배의 성장률을 보였다. 사무실 및 전산기기 생산업체와 자들차 산

업과 측량, 조정, 통제가熟광학 포함)부문의 생산량은 지난 몇 년간 2배 이상 중가되었다.

기존 산업분야도 점차 활럭을 얻고 있다. 2錦3년l)에는 제지산업분야에서 +20.7%, 고무 및 합성

수지제품 분야에서 +12.5%, 목재 부문에서 +9.i料, 금속제품 제조 분야에서 +6.o% 의 성장률을 달

성했다. 구동독의 산업은 현재 여러 부분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전

망된다.

1 .2. 최근 경제상황

구동독 지역의 경제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성장에 따른 구조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2oo3년 한 해 동안 구동독 경제는 국제 경쟁력을 새롭게 갖추고 미래지

향적 발전상을 보이고 있다.

2oo3년 신연방주의 경제 성장률은 + o.2%로 전년도 대비 약간 상승했다. 이는 구

연방주의 경제 성장률 -o.l%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로써 2ooo년 이래 동서독 지역

간 격차는 처음으로 약간 줄어들었다.

제조업은 2oo3년에도 4.3%에 달하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2). 이와 같은 결과

로 동독지역의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이 신연방주 전체 부가가치 생산에서 차지하

는 비9이 처음으로 l6%대를 넘어서게 되었다. (동기간 서독지역 제조업의 부가가

1) 2003년 분야별 경제성장률

2)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 지역의 제조업의 총부가가치 증가: 서독지역에서는 산업 부가가치가 o.5%

감소했다. 베를린을 제외할 경우 신연방주의 산업은 2oo3년도 대비 무려 5.7% 성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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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비중이 전 서독 부가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을은 23%) 2004년 상반기에도

동독지역의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2oo3년 동기 대비 기업체수는 2.7識 총

매출액은 8%나 증가했다. 고용은 o.9% 증가했다. 현재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

는 총 고용자 수는 636/l弱명이다. 이는 l99o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재산업화 과정

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淺관광산업 분야의 발전 현황

신연방주의 관광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Eu 및 연방정부f 각 주정부의 폭넓은 지원

책에 힘입어 l992년에서 2脚3년간 독일 내 신연방주 숙박시설 이용률은 lo.l%에서 2o.2報로 2배나

증가했다. 독일 전체적으로 총 25o만 개의 객실 침대 중 22%에 달하는 55만 여개의 객실 침대가 신

연방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l992'd~2003년 기간 동안 '지역경제 구조개선 을 위한 연방 -주정부 공동프로그램을 통해 5o억

유로가 호텔 및 숙박시설 등,신연방주 관광 인프라 확출을 위한 투자 지원금으로 지원되었다. 이를

통해 총 l料억 유로의 유발투자가 일어났다. 관광산헙은 유리한 조건의 대출 프로그램, 통일독일의

교통정책, 유적지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정부 제공한 금출, 세제 및 경제지원 정책의 혜택을 보았다.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신연방주 경제회복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관광산업의 발전

이 경제성장에 크게 공헌하며, 고용시장 안정에 기좌하고 있다. 메클렌부르크천의폼머른 주의 국내

총생산 중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io%에 이른다. 다시 말해 6개 일자리 중 한자리가 관광

업에 속해 있는 셈이다. 구동독 지역은 과거 l3년간 지속된 관광분야의 지속된 성장에 힘입어 독일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체 관황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건설 산업은 과거 수년 동안 위축되었던 경제성장에서 그나마 크게 위축된 분야

다.2oo3년 건설 분야 투자는 전년 대비 5.8%나 감소했다. 그러나 이전 몇 년간은

이보다 더 위축된 lo% 이상의 감소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는 동독지역의 경제성장률 저하가 가장 큰 요인으로 손

꼽힌다. l驛2U-2003년 동안 건설투자 부문을 제외한 구동독 지역의 실질 성장률

은 3.7%에 달했다. 이는 구서독 지역의 1.2%3)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신연

방주의 성장률은 l99o년대 후반기부터 오히려 촉진되었다. 건설투자 부문을 제외

3) 2004년 8월刃일자 린-W- Research Nr. 14. 참고: 신연방주의 경제상황 . l99o년 이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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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연방주의 실질성장률은 l992년에서 l995년 동안은 평균 3.4한 l996U1-2003년

기간 동안은 3.9%였다. 이와 같은 플러스 성장률은 제조업 부문의 성장에 따른 것

으로 건설 분야를 제외한 신연방주의 경제는 지속적이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l: 건설분야를 제외한 실질성장률

실질 경제 성장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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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동독 지역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과시했다. 지난 해 근로자 l인당 노동

생산성은 서독 지역의 74.6%에 도달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l99l년 동독지역의 경

제수준이 서독의 약弱料에 지나지 않았던 것에 비교하면(베를린 지역을 제외할 경

우에는 33.4%) 괄목할 만한성장이자 경제적 도약이었음을 의미한다.

건설부문을 제외하고 신연방주 내 모든 산업부문이 성장했다는 사실은 긍정적이

다. 상대적으로 낮은 동독지역의 임금수준을 감안할 때 임금단위당 비용

(Lohnstueckosten)도 희망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1991\1~2003년 사이 임금단
위당 비용은 서독지역의 l34% 수준에서 108.4%로 감소했다. 2ooo년 한 때 서독지

역의 임금단위당 비용을 앞섰던 생산업분야(건설업 분야 제외) 역시 지난해에는

ll.l%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로써 동독지역의 생산업분야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보다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노동시장은 경제상황과 유사한 변화를 보였다. 전반적 경제성장은 구직수요 증

대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지난해 다시금 고용자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2oo4년 5월 현재 신연방주의 사회보험 의무가입 노동자수는 510"b3/000명에 달했

는데 이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규모였다. 여기에는 건설경기침체가 큰 몫을 차

지했다. 연평균 실업률은 l8.5%를 기록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다행히 노동여건이

개선되어 이 분야 종사자수는 l만 명이 증가한 연평균 총 63만료ooo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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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 잠재력 지원

2.1. 신 성장동력 투입

신연방주에는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신연방주의

잠재력은 경제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기에는 아직 규모면에서 미약하나f 지속적

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流 성장 및 고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바탕은 될 수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동독지역 경제가 폭넓고 자체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질적 개

편과 함께 이를 위한 지원정책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신연방주가 경제거점 지역으

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를

- 보다 많은 혁신을 통해 창조적 힘과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고/

- 성장 잠재력을 수렴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이를 성장으로 연결

시키며,

- 신연방주가 견지하고 있는 장점을 보다 강화하여 지역적 성공 가능성을 촉진

시키고,

- 구조적 취약 지역을 성장 중점 지역으로 육성하는 한릴 성장 핵심지역의 반사

효과를 주변지역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역별 성장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성공요인을 보다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잠재력은 모든 지역/ 특히 특화 가

능한 제 분야와 혁신역량 부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혁신역량 분

야에서 많은 성과가 나타났다.

2.2. 신연방주 지원 및 구조정책 전환

지역적 잠재력은 특화 가능한 분야, 혁신역량 내재 분야, 찰업적 네트워킹 가능

분야에 존재한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 세 분야를 연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신연방주에 대한 지원은 혁신/ 연구r 투자부문에서 위의 세

9



분야를 서로 연계/ 강화하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제연구에 의하면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산업 집적지 형성/ 연쇄적 부가가

치 창출,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 집적지나 경제성장의 핵심 지역은 산업의 밀집화와 산업부문간의 상호

작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한다. 이와 같은 지역들은 혁신과 기업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4) 따라서 독일 연방정부의 장

기적 정책 목표는 동독지역에 더 많은 산업 집적지를 형성하고 이를 강화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신연방주 정책은 지역 자체적으로 주어진 상황과 연결되고/ 산업부문별 경제발

전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지역경제가 스스로 주도하고

그들 자체의 내적 잠재력을 근간으로 하는 풀뿌리형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각 지역의 자체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 진다. 각 지역델 특성에 맞는

내용과 지역 및 개별 사안과 직결되는 분야를 마련, 이를 칩중적으로 육성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따라 신연방주의 지역들은 향후 각 지역의 미래를 창조하는 역할이

보다 부각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이미 l999년 출범한 종합프로그램의 하나

인/지역혁신(InnoRe호o)/ 프로그램에 반영된 바 있다.(제2.3장 참조)5)

이상과 같은 정책 추진의 목표는 지역적 자원과 능력을 결합. 활용하여 범지역

적 경쟁력블 창출하는데 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

고 결합함으로써 대기업 수의 부족에 기인하는 부정적 효차 특히 연구. 개발 분

야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정분야 지원 정책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巨 기업 간 협력과 기업 네트워크의 촉진

巨 분야별 특화지구 형성

를 혁신역량분야 지원

4) 산업 집적지와 국제 경쟁력에 관한 기본이른은 Michael E. Porter3l "Cli-isters and the n e w e c o n o m i c s

of competition (산업 천적지와 경쟁형 신경제구조)", Havard Business Review, 1998년 참고

5)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현재까지보다 지역별 성장잠재력 차이에 보다 큰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고 다수 경제연구소는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 정착지원, 인프라 확충, 소프트 거점

요인 헝성 조치들은 각 경제 분야의 요구에 맞게 확릴되어야 한다." 2002년 동독경제성장 성과

보고, 할레(잘레) 2002, 4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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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촌과 주변지역 발전 전략

신연방주는 대부분 심각한 개발문제를 안고 있는 농촌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농촌지역의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연방주에 대한 새로운 구조정책과 지

원책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이같은 지역들을 편입시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농촌지역이나 주변지역을 자체 힘으로 그리고 목표 지향적으로 개람 발전시

키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 중요한 점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농촌과 주변지 역의 특성화

농촌지역과 주변지역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제공하는 집중지원책의 대상

이 된다. 핵심 경제발전 지역에 대한 지원은 전체 지역이나 주변지역의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지원을 통해 고용이 창출되고, 농촌지역이 생활

활성화 공간으로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농촌지역과 변두리지역은 지금까지 지역적 특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랐다. 그러나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고 집중적으로

촉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적 요구와 여건에 맞는 총체적 구상은 긍정적 발전을 보

장할 것이다. 긍정적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책(지역 경제촉진, 노동시장

정책, 농업, 교통, 환경/ 건설 및 토지이출)간의 긴밀한 연계와 지역 담당자들 간의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 각 지역에서 자체적인 힘을 더 많이 쏟아야

할 것이다.

포괄적 지원책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신연방주 개발을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

다. 포괄적 지원책은 통합적 지원사업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추진될

때 지역별 고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중소기업 장려 프

로그램과 투자 보조금이 모든 지역에게 동일하게 적용 .지급됨으로써 경제 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도 성장잠재력을 동원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지역들은 각각 장기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적 이점을 이용할 수 있으

며/ 경제 성장을 유발시키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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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이러한 전략적 고려 하에 농촌지역과 주변 지역의 개발을 담당할 것

이며/ 해당 지역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발전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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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과 성장을 위한 협력

새롭게 정립된 지원책은 지원에 관여하는 주요 담당자가 모두 참여할 때만이 성

공을 담보할 수 있다. 새로운 지원책 및 구조조정 정책의 현실 적용을 위해 연방

정부는 관련 사안을 주정부에 대해 제시했으며, 제시된 안은 주정부 수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은 바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협력할 때/ 각 지역의 강점과 성

장 잠재력은 우선적으료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찰단된다. 여기에 연방정부와 주

정를 Eu 차원의 지원금이 최적의 형태로 집중 투입될 때 신연방주 각 지역 자체

성장 기회는 확대될 것이다.

투자, 인프라 구축, 학문연구 및 교출 노동시장 정책 지원금을 책정하는 데 있

어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각 지역의 특성 및 필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네년 초부터 동서독 연대협약夏가 효력을 발춰함에 따라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의 혁신과 성장의 협력 관계 프로그램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구체화될 뿐만 아니

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미 구체적인 걸음은 대딛어진 상태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공동으로 지원책의 현실 적웅 과제를 수행하는 실무그

룹을 발족시켰다. 본 실무그룹은 지역별/ 분야별 중점지원 분야를 각 주가 자체적

으로 발굴해 내는 과제를 담당한다. 실무그룹 발족 목적은 지원책에 대한 각 주의

결정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걸맞는 정책영역의 선정

과 함께 지원 대상지역 및 담당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연방정부는 예산정책적으로 동독 지역 재건을 위한 지원에 계속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는 주정부와의 공동과제인 지역경재 구조개선

에 2oo8년까지 6억 9/4硝백만 유로를 중기 재정지원계획으로 책정해 놓았다.

이로써 동독재건사업은 연방정부 차윈에서 2撚9년까지 지속되는 동서독 연대협

약理와 함께 장기적 재정지원책을 확보해 놓고 있는 형편이다. 주정부는 연대협약

과 관련된 지원금을 뚜린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용해야 할 것이며, 일부 유럽지역

발전기금(Europaische Fonds ftir regionale Entwicklung: EFRE)으로부터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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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성장거점지역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지원정책의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해 혁신과 성장의 결과

를 검토하고, 지원정책과 구조조정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공동결정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협력 사업의 시작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이히 긴밀한 협력 사업을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와의 협력 촉진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새로

운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2oo4년 연방정부의 주도로 혁신지원과 연구지

원 분야에서 /첨단기술 종합계획 속의 혁신과 미래기술/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연방

주의 성장산업에 집중 적용시킬 계획이다.

를 2oo4년 l월 l일에는 낙후지역 성장동력 개발을 위해 INN O - W A T T 연구 프 로

그램을 실행시켰다. 본 프로그램은 기존의 신연방주 연구 개발 특별프로그램

(F긴구라는 달리성장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I N N O - W A T T 프로그램은 생산분야 중소기업들과 기업 외부 연구기관의 신상품

및 생산기술 개발과 기술이 실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지원하게 된

다.본 프로그램은 관련 분야 소요 금액 전체를 무상지원의 형태로 지급한다.

巨 공동 목표와 협력 방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얼마 전 '지역 주식회

사 이니셔티희라는 이름으로 4개의 기본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 명

칭은 프로젝트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이니셔티브는 이름이 보여주듯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지원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자체

기술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발 .강화하기 위해 지역 협력체와 연합을 후원한

다.또한 이를 통해 지역 투자 산업 집적지를 구성할 계획이다. 지역 주식회

사 이니셔티브는 지역혁신(InnoRe諒o)/ 혁신적인 지역 성장 핵, 혁신역량 중

심지/ 미래시장을 위한 지역간 동맹(혁신포럼)과 같은 하위 프로그램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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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된다. 본 프로그램을 위해 2004\I 9/800만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며/ l999

년-2oo7년 사이 총 5U5/000백만 유로가 지급될 계획이때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2장 3절 B를 참조).

투자촉진책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분야의 최종목표는 거점형성을 통해 투자 장

려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효과 증진을 위해 현재 지역경제구조

개선이라는 프료그램의 공동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공동과제 추진 지침에는 비록

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차 인구 밀집지

역은 주변 및 인구 취약지역에 비해 그 자체로 성장동력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위

한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해 연방주의 공동과

제 투자지원 프로그램이 산업 집적지 형성에 일조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 활성화

혁신과 성장의 협력관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계와의 대화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경제계와의 대화를 통해 지역적 특화분야 선정 및 제 분야와의 네트

워크 형성이 가능해지고 지역발전 거점지와 부가가치 산업 지원책을 결정할 수 있

다. 경제계와의 대화는 정부가 지역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 불필요

한 예산낭비를 막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는 보완적 투자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와 같은 효율

성을 추구하는 데 경제계와 협력하고 대화를 반드시 나누어야만 한다. 혁신 .발전

의 협력관계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종사자들의 광범위한 동참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연방정를 주정流 경

제계가 신연방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협력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각계의 대화와 목표 지향적 지원수단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산

업집적지를 건설하고, 새로운 산업집적지 형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각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동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동독재건 연구프로그램

동독재건을 위한 연구 .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는 2oo3년부터 신연방주

특별 사안을 조사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연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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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연방주 관련업무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2o3o 동독 미래계획// /동독재건 : 독일통일 i5년 후의 과제확림// /토지 재활웅과

토지관리'/ '동독지역의 관광산합/ '도심지역의 새로운 활용구를 등 프_료교것 내

개별적 계획들을 통해 동독의 다양한 경제/ 사회상황을 제시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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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새로운 동독재건 종합대책

현 정책의 결과 및 성과는 동독지역 구조개혁/ 지원정책을 재조정하는 바탕이

된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지원정책 덕분에 신연방주들은(지역차가 있기는 하지

차 구연방주와의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신연방주의 이같은 괄목할 성장을

볼 때/ 이와 같은 성과를 지속시킬만한 효과적이며 새로운 지원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지원책은 각 지역의 장점을 발견 .육성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

이다.

2 o l o 의결안 似經nda 2駱o)

새로운 동독재건전략은 독일의 노동 및 사회정책 부문의 포괄적인 개혁이 동반

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2olo 의결안(Agenda 2010)'이다. 2麗o 의결안은 독일의 국가 경젱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수립하는 데 합

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olo 의결안은 또한 새로운 고용창출 및 사회복지

제도 유지에도 획기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개혁조치의 핵심은 실업수당(Arbeitslosengeld)과 사회부조(Sozialhilfe)와의 병
합이다. 이를 통해 장기실업자들은 보다 쉽게 일자리를 알선받게 되며/ 동서독 지

역 모두 실업자들의 취업기회를 높이게 된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 개혁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동독지역에 대해서

는 실업수당 麗 수혜자에게 특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동서독 전역으로 볼

때 2oo5년에는 실업수당 II 프로그램 내 실업자 노동시장 재편입 명목으로 63억

5,l關 유로가 지급될 예정이며/ 올해도 같은 목적으로 이미 i3억 유로가 사용되었

다. 이 중 신연방주에 전체 지원액의 4l%를 지급함으로써 평균 이상의 높은 지급

률을 보였다.

연방정부는 신고용 창출 및 알선에 보다 적극 참여하겠다는 복지사업단체의 발

표에 적극적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로써 구조적 취약지역에서 자치단체별로

부족한 일자리를 창출할 길이 열린 셈이다. 특히/ 25세 미만 실업자 비율이 높은

동독지역의 청년 실업자는 새로운 일자리나 직업전환교육(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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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된 제4차 하르츠 계획를wtz f 을 실행

함에 있어 동독지역을 위한 특별 감시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

부는 옴부즈맨 시스템을 도입하고 객관적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그 운영을 맡길 계

획이다. 이처럼 2olo 의결안 네 개혁책은 중장기적으로 고용창출 및 실업퇴치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동서독 연대협약 n(SoUdarpakt H )

동독재건을 위해서는 재정적 기초가 무헛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동

독지역 재건이 장기적으로 견고한 재정기반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2o撚년 만료되는 동서독 연대협약I을 계승하게 될 연데협약 는 2ool년 6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합의로 체결되었다. 연데협약 는 신연방주에 장기적인 전

망을 제시한다. 동독지역의 주정부는 2005\I~2019년까지 l/o弱억 유로의 특별수요

연방지원금(SoBez)을 지원받는다. 2oo5년도 할당비율은 기존의 연평균 성과에 합산

되어 lo5억 유로에 이를 것이다. 아울러 연방정부는 추과성과 수및지원프로그램의

추가지원를)의 일환으로 2oo5면부터 2ol9년까지 신얼방주에 출 5料억 유로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동서독 연대협약 를 통해 연방정부는 2o2o년까지 신연방주 내 낙후 인프라 개

선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연대협약은 지원재정규모와 최종시한을

명시함으로써 동서독인 모두에게 인프라 개선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과

시간이 투여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2oo2년부터 신연방주는 연대협약 I 차

원에서 l995년 이래 지급되면 연방지원금을 비상환성 자금으로 사응하고 었으며/

이를 통해 각 주정부는 지금보다 차별화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각 지방 발전 잠

재력을 육성하고 지원금이 가장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지윈의 반대급부로 각 주정부는 특별수요연방지원금(SoBez)을 재건

목적에 적합하게 투자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러한 면방주의 연대협약 지원금에

대한 책임은 베를린 및 신연방주정부가 재정계획위원회rnanzplanun誇rat)에 제출

할 연례 성과보고서 '구들독 재간을 통해서 문서화된다.(재정조정법 犯조 4천 이

성과보고서에서 각 주정부는 연데협약 지원금의 사출 인프라 격차 해소 순수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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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포함한 재정경제적인 집행상황을 보고한다. 보고서 제출시한은 이듬 해 9

월까지이며 재출된 보고서는 재정계획위원회에서 행해질 연방정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동독재건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연방주가 연대협약 지원금을 가능

한한 광범위한 지역과 분야에 걸쳐 투자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앞으로도 동독이 높은 수준의 장기투자를 절요로 하기 때문이다. 2oo3년의 경우

l關억 유로가 투자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지난 몇 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액수로 신연방주 인프라 격차해소에는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신연방주 인구 l인당 투자규모는 구연방주에 비해 여전히 두 배나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그림 豈 새로운 동독재건 종합대책

현 상황

t 과거 지원 및 구조개혁정책을 통해 동독지역 경제 회복

巨 경711성장의 지역별 격차 심화

巨 연방정부의 자원투입 호율성 증가의 필요성

U

장려(지원)정책의 재조정 재정적 기초

l 지역 잠재력과 생산확대의 연결고리 개발과 l 2ol9년까지 동서독 연대협약 II를 통한

완성에 집중 재정 지원금 확보

巨 지역적 장점 육성을 통한 지역잠재럭과 e 기금 I:특별수요연방지원금 l;o5o억 유로

생산의 확대 및 강화 * 기금II: 주정부 촉진프로그램의 추가지원

▶각 주정부간 협력강화 5ll억 유로

t 잠재력의 네트워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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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럽연합의 동유럽권 확대 기회의 적극적 활용

2oo4년 5월l일 lo개국이 Eu에 신규 가입함에 따라 지난 硝여 년간 지속되었던

유럽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젝게 되었다. 이처럼 Eu가 확대되고 국경이 사라지

면서 유럽통합의 과정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lo개국의 Eu 가입은 유럽의

경제와 문화 분야뿐 아니라 정치 분야, 특히 통합적 유럽정책을 책정하고 표방하

는 데에 있어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Eu의 동유럽권 확대는 신연방주 경제발전에 많은 혜택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연빙정부는 구동독 각 지역의 경제적 이점올 지속적으로 강화해 巨u 확대

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고 확대된 유럽을 신연방주의 새로운 경제활동영역과

판매시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인 한가지 분명히 할 점은 신연

방주는 폴란특 채코 혹은 기타 동구권 신회원국과의 경쟁에서 품질수준? 가격보장

을 준수할 것이며/ 가격 팀핑식 경쟁에는 결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E u 확대를 계기로 신연방주 각 지억의 장점을 살리고 경제발전거점을 집중 지

원할 경우 구동독의 새로운 시장개척과 성장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출적 토대

가 될 것이다.

이니셔티브

Eu의 동유럽권 확대에 따라 동독지역은 이제 유럽 변방지역에서 벗어나 유럽

중심지역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Eu 확대는 독일이 동유럽 국가와의 문차

경제/ 학문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도록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는 동유럽국가 뿐 아니라 폴란두 체코와

인접 국가가 독일에게 부여하는 중요성과 기회를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Eu의 동유럽권 확대는 동유럽의 경제/ 문화 중심지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학술적 교류 및 동유럽 연구기관이나 관계당국과의 경제, 문화적 협력 작업을 추

진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중동부유럽 국가들과의 선

런 .우호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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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u의 동구권 확대는 신연방주로 하여금 그 지리적 특성과 동유럽권 국가들과

가졌던 다양한 관계 덕분에 큰 의미를 갖게 한다. Eu의 신규 가입국들은 2o撚년

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동부 유럽 최

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폴란드가 자국의 경기침체를 극를 2o雌년과 2oQ5년에 각

각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2oo3년 독일의 대중

동부 유럽의 수출비중은 독일 전체 수출의 9%였던 반면/ 동독지역의 대중동부 유

럽 수출비중은 동독 지역 전체의 l4%를 차지했다.

자체 인프라가 개선되고 동유럽 국가와의 무역장벽이 혀물어짐에 따라 신연방주

는 절호의 수출시장 확대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동유럽 진출에 있어 신연방주는 학

문적 연구를 지원하고, 동유럽에 대해 쌓았던 경험과 지식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

이다. 자동차 제조나 기계제작 혹은 컨설팅과 같은 지식기반 및 인적자원을 활용

한 집약적 경제부문이 중동부유럽 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다.

환경관리, 조립식 건물 재개장 도시재건에 관한 동독의 노하우와 경험이 큰 도움

이 되고 있다.

그 밖에도 Eu 확대는 치열한 가격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섬유

및 의류산업, 건설 산업/ 환경미화 서비스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동유럽국의 낮은

임금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班J확대에 따라 대거

유입되는 저임금 노동력의 악영향을 최쇼화하기 위해 E u 신규 가입국들과 E u가

입협약에 한시적 과도기 규정을 삽입했다. 여기에는 노동시장의 통합을 단계적으

로 추진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Eu의 확대는 동유럽 국가들과 인접한 동독 지역을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적

위치를 벗어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들 동유럽 지역과

인접한 동독의 경제적 변두리지역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원책에는 과거부터 이미

추진되고 있는 '지역 협력(Interreg) 飜 A 기를이 있다. 이 기금은 국경 인접 변두

리 지역이 현재와 같은 경제적 상태를 벗어나 경제, 사회적 거점을 형성할 수 있

는 노력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2000U-2006년 사이 본 목적으로 메클렌부르크 -포

어폼머른/ 브란덴부르조, 작센주에 총 2U2,900만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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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인접지역의 번영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를 Eu 차원의 재정지원과 지

자체간 효과적인 협력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연방정부는 칼스루에협인를arlsruher

訂bereinkomme차을 기초로 국경에 인접한 독일과 폴란드 지자체 및 지역간에 o _

다 많은 직접적 협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국경지대의 개발을 위해서는 구조취약지역을 역동적 산업 중심지와 연계시킬 수

있는 보다 간소화되고 각 지역 수요에 맞춘 경제프로젝트 지원이 Eu차원에서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서적 안정과 교육

Eu의 동유럽 확대에 대해 전체 독일/ 특히 신연방주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Eu의 동유럽 확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은 독일통일 후 l5년간 급속한 변화

를 겪은 동독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블안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려는 통일 이후 가져온 긍정적 경험을 되살리고 중단기적으로는 동유

럼권 국가들과의 복지수준 차이를 축소시켜 나감으로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관청, 사설단체/ 학교/ 교회를 포함한 지자체간 국경을 초월한 회합을 주선/

현존하는 4개의 유로 사용지역(Eurore諒on)에서나마 신구 Eu회원국 사이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에게는 Eu확대를 홍보함에 있어 그에

따른 영향과 기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회원국을 신뢰할 수 있

도록 하게 함으로써 유럽통합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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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적 통합 촉진

통일이란 단지 물질적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내적 통합을 이

루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열고 동서독 간 생활 양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

하다.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영화와 서적은 구동독 주민의 삶과 그들이 겪은 격변

기 때의 논쟁을 새롭게 함으로써 내적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

다. 당시 상황을 다룬 여러 기록들도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새로운 시각은 과거에 대해 시비(是非)나 편견, 오해가 아년 과거 일상과 정치에

대한 독일의 공통관심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l989년 가을 동독(DDR)지역에서 일어난 평화혁명과

l99o년 lo월 3일 완성된 독일의 정치적 통일이 우리 역사에 가장 가슴 적찬 순간

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당시 독재정권인 사회주의 통일당(sED)을 몰락시킨

것은 바로 구동독 시민들의 용기였다.

내적 통합 촉진은 비단 정치가만의 과제가 아닌/ 사회적 공동과지1다. 연방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입인 독일 국민의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체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

2oo3년 l2월 22일 발효된 r구동독 지역박해 희생자들을 위한복권(復E理규정 변

경을 위한 제2차 법J은 형사법상 복권범과 직업복권법, 행정법상 복권법 등 3개

법에 의한 복권 신청기한을 2oo7년 l2월 3l일까지 연장하였다. 이 법안을 통해 피

해자 전원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복권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피해를 인정받을 경우 사회 보상금(Soziale Ausgleichleistungen)을 -8-

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지난 몇 년간 보상 신청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청

자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희생자 복권규정 변경 2차 법안에서는 직

업복권법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심한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는 사회지원금을 약

2o% 인상했다. 2oo3년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자본피해와 형사범상의 복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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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지원보상금 명목으로 6억4/2關만 유로를 지급했다. 직업복권법에 따른 성과보

장금은 2oo3년 지출금을 포함해 총 l/43o만 유로이다.

독일민주연방공화국(DDR)에 대한 역사청산작업

독일 연방정부는 사회주의 통일당(sED) 독재정권의 역사청산 작업을 위한 재단

을 통해 구동독에 대한 역사청산작업 뿐만 아니라 독일 분단 역사와 분단에 따른

견과들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역사청산 재단은 역사청산 단체들과 개

인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를 후원하며 정치적 박해자들의

상담과 보호업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DDR의 반정부정당과 저항운동 관련자료

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벌을 담당하고 있다. 그밖에도 자체적으로 조직하는 행사와

간행물들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재단의 또 다른 목표는 되도록 많은

젊은이들에게 최근 독일의 역사적 결과들을 알리고 이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있

다.

2oo4년은 l989년 동독 주민혁명이 발생한지 l5주년으로 역사청산 재단에게는 큰

의미를 가진다. 재단은 다양한 행사와 프로젝투 역사-코드라는 포스터 경연대회

등을 준비하는 등 l5년 전의 혁명을 기념하고자 한다. l989년의 산발적 시위는 대

규모 혁명으로 이어졌으며/ 그와 같은 무혈혁명의 결과 나치정권 후 두 번째 독재

정권이었던 구동독 정부는 독일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본 재단은 설립 후 5년 동안 영漆 전시회/ 공연 및 강연회를 개회하고 출판활동

을 전개하는 등 전국적으로 약 l,ooo여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재단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 중 2o% 정도는 구서독에서 실시되었다. 2oo3년 구서독 지역에서 약

32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2o撚년에는 총 l7o개의 프로젝트 중 軸여 개가 구

서독 지역에서 추진될 것이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추진은 동서독 통일을 통해 구

동독 독재라는 역사청산의 성과를 이끌어냈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구동독 지역의 국가안전청(staatssicherheitsdienstes) 문서관리부는 통일에 따라

제정된 국가안전청 문서법을 토대로 국가안전부를麗) 문서를 분석하고 보존하며 ,

국가안전부 활동을 총괄 연구를 담당하는 임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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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o3년 7월부터는 일명 로젠흘츠 문서(Rosenholz-Unterlagen)라 불리는 국가안전

부의 진상규명 중앙관리본부를템피에 대한 문서도 문서관리부를3t때가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문서는 연방정부가 오랜 협상 끝에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

다. 이로써 국가안전청 문서관리 담당부서는 국가안전부 진상규명 중앙관리본부

(HvA) 관장 理6 인적사항 카드 29만여 장 및 F22 사건기록카드 57만鋼o여 장을

cD형태로 보관하게 되었다. 2oo4년 초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된 문서 전

산화가 종료됨에 따라 로젠홀츠 문서는 이제 국가인전청의 문서법에 의해 정보검

색 혹은 검토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구동독 지역의 국가안전청 문서관리부의 조사에 따르면 로젠홀츠 문서에는 l998

년까지 수집된 약 28만명의 인적사항이 들어 있다. 이 중 9o%는 국가안전부의 비

밀경찰이 아닌 진상규명 중앙관리본부가 국가안전부 비밀경찰의 인적사항을 수집

한 것들이다. 진상규명 중앙관리본부에 따르면 구서독에 약 6/ooo여 명/ 구동독에 2

만여 명의 비밀경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일부 -구서독지역 l/5oo여

명, 구동독지역 l만여 명 - 만이 l989년까지 활동을 지속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로젠홀 문서가 공개됨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과거 자취를 은닉하려던 진상규

명 중앙관리본부 간부들의 노력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정치교육

독일통일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고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서독의

서로 다른 역사와 생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연방정치교육센터가 2oo3년에

수여한 통일 시민상은 바로 이러한 목적의 실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릴/ 벰페-통일기금(Wempe-Einheitsfond)이 신설되었다. 본 기금은 독일의

내적인 통합을 촉진하는 활동과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본 기금은 동서독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우선하고 있다. 통일 시민상은 성공적인 공사(公私) 협력관계를 보

여주는 좋은 사례다. 이 시민상은 통일이라는 사고를 됫받침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서 자금을 지원한다. 총 상금은 5만 유로다. 이 중 l만 유로는 통일과정의 만출

조직/ 다잉성 등 3개 통일상 부문에/ 2만 유로는 각기 다른 5가지 통일 프로젝트에

지원금 형식으로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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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諒 看독지역 재컨 프로그램과 정책영역

l . 경제지원: 투자활동 강화

건실하고 역동적인 기업이 많이 존재해야 신연방주의 경제발전이 긍정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동독 발전의 핵심전략은 바로 경제재건이다.

1 .1 . 경제지원

현재 투자지원의 기본 축은 공동과제 지역경제구조개선(GA)과 투자보조금이며,

이 조치들은 재건은행(KfW)의 저이자 대출과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신연방주 산업경제를 위한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은 법적 조세수단으로 신연방주의 제조업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지원

된다. 생산형 서비스 부문에는 총 투자의 최대 25%(국경 인접지역에는 27.5%)까지

지원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유럽통합구상(EU-Ko긴orm)에 따라 지원기간을

2oo4년에서 2oo6년까지 2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같이 동독경제 재건에 필

요한 산업경제부문에 대한 투자지원은 성장을 촉진하고 고응을 창출할 것이다.

연방 및 주정부 공동과제 /지역경제 구조개선/

공동과제 지역경제구조개선(GA)은 산업투자와 경제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

한다. 본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구조취약지역에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있다. 본 프로그램의 재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예산을 통해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지역경제구조개선(GA)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

하는 데에도 보조적으로 참여힘으_로.써 그와 같은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력을 강화

하고 있다.

2001\1~2003년까지 3년 동안 공동과제(GA) 프로그램을 통해 신연방주와 베를린

에 52억 유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이 보조금을 바탕으로 약 243억의 투자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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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이를 통해 산업경제부문에서는 77,543건의 새로운 장기고응

(이중 24/756건이 여성취업)이 창출되있고 238/805명의 계속 고却이 중 67,663명이

여성취업자)이 이루어졌다.

2o撚년 신연방주와 베를린에 기 승인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7U5,000만 유로

의 지원금이 정부예산으로 책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연방주들은 신규투자 목적

으로 5U4,300만 유로를 지원받게 된다. 각 주정부도 동일 금액으로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는 공동과제 프료7램 지원규정에 따라 각 주정부는 국가재원 및 유럽지역

발전기금(EF班i)으로부터 약 4U4/800만 유로를 지원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투자와 신연방주의 경제 인프라 화충을 위해 총 l5억 유로의 지원금이 대기

하고 있다.

지역경영

지역경영 개발계획은 공동과제를 위한 연방는를 기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關3

년부터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

게 된다. 본 개발계획은 통합지역 성장안의 개발과 실행/ 지역 네트워크화와 커뮤

니케이션차 산업별 특화분야를 화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새로운 지역과

기존의 성장거점의 역량을 보다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경영 개발계획은 동독지역에 대한 경제지원책을 재확립하는

데도 참여하고 있다. 신연방주에서는 이미 3o개 지역에 걸쳐 기존의 성장짐재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며 성장률 제고와 함께 고출창출에 기여하는 지역발전을 유도하

는 지역경영 프로젝트가 생겨났다. 지역경영 개발계획은 지역경제가 적극적으로

등참한 가운데 구체화되고 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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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독 내 지역경영 개발계획 실시지역

지역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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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으로 표시된 지역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 시행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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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베를린 지역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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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코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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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츠할헬런스도르프

. 프리드리이스하안크로이츠베르크

7 = 오더란s 슈프레

8 = 브란덴부르크 라우지츠

9 = 남.동 브란덴부르크

l o = 북서 브란덴부르크

l l = 막데부르크

l 2 = 알트마르 /잘츠베델

l3 = 튀링엔 숲 국림공원

인 = 에르츠지대

l5 = 쥐트리헤 오버라우지츠

i6 = 리사 로센하인

l7 = 라이프치히 발쪽 지역

l8 = 토르가루오샤고뒈벨른

l9 = 작센주 라우지츠

2 l = 튀링어

2 2 = 위커긴도브

23 = 메클린부르크 중를壞스톡

24 = 핀精인른

25 = 베스트 메클렌부르크

26 = 메클렌부르크 젠플라데

2 8 = 할례

29 = 안출는비터한s 비텐베르크

32 = 알핀부르거 란트

33 = 노르트하우젠

피 = 큐프허이저크라이스

36 = 베르니거로데

39 = 브란덴부르크 시

산업투자위원회(Industrial Investment Council, IIQ

신연방주에 외국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은 네년에도 중요한 과제이다. 산업투자위

원회의 과제는 신연방주와 베를린에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중점적인 투

자유치 대상국은 미국, 아시아/일본과 서유럽이다. l996년 산업투자위원회가 활동

을 시작한 이래 신연방주는 理개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고 투자액은 현재까지 총

42억 유로에 달했다. 이를 통해 l"1-7,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산업투자위

원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대부분의 경우 -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된다. 신연방주

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투자를 장려하는 활발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투자위원회의 투자자들은 2oo4년 8월 5일에 개최된 회의에서 산업투자위원회

의 활동기한을 2朧년에서 2oo8년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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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중소기업은행(KfW-Mittelstandbank)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2oo3년 8월 제정된 투자은행구조조정법에 따라 재건은행(이하 릿抑할라 독일결제

은행(이하 醫tA)은 재건은행f5N?)으로 통합되었으며/ 두 은행의 합병 이후 기업대

상 자금자원은 諸料-중소기업은행 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창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자문은 새로운 체제하에 이루어지게 되

었으며/ 자금지원 분야의 투명성도 높아졌다. 그러나 업무분야는 예전과 다름이 없

다.과거와 같이 유리한 조건의 대출과 자본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

추가대출지원을 위한 자금 확보다.

2oo3년 9월 l일 도입된 諸抑의 기업인용도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에게는 보다 낮

은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출 취급 은행들은 기업에게 많은 금액

을 장기 저리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2oo4년 가을까지 이

미 27억 유로가 대출되었다. 그러나 신연방주에 지원된 대출금이 전체 대출금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기업의 자기 자본율이 낮다는 것과 지역 은행들의 위험도 조사 및 신용평가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산성 대출과 유사한 추가대출이 앞으로 더욱 중요

해질 것이다.(바젤협약 理참고)

창업투자보조대출(이하 ERF)-특별기금과 재건은행(諸No 중소기업은행은 2oo4년

3월 l일 시장에 새로 도입된 기업가자본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하출자금지원)환

경에 적응하고 있다.

기업가자본 프로그램을 통해 일명 중간투자금이라고 불리우는 추차 대출과 함께

유사 자산성 대출이 이루어진다. 중간투자금은 전생애 중소기업 지금으로 장기 지

원된다.

신연방주에는 저금리 창업 및 성장지원금과 새로 도입된 E[?p -창업자리기존의

E R p - 자기자본지원 프로그램)/ 설림 2 - 5년의 중소기업을 위한 E[a _성장자본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이를 위해 ERf특별자금은 2oo4년과 2oo5년에 각각 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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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유로의 지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ER를성장자본 및 고용창출과 투자를 위한 자금과 같은 추가 대출은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이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높은 이자출을 적응받는 기업들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재무구조가 취약해 대출이 불가능했던 기업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점도 있다.

기본에 대한 자본참여 성격의 지원금은 변화된 대출환경에 적응하고 있거나 적

응한 경우다. 2oo4년 2월 l6일 기업의 자본참여를 위해 ERp와 유럽투자기금(E明

이라는 공동기금이 출범했다. 여기에는 벤처기금도 포함되어 있어 젊고 혁신적인

기업들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성장 한계가 있는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

화하기 위해 l백만 유로에서 5백만 유로 범위의 참여자본을 준비하고 있다. 더 나

아가 N料 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기자본이라는 취지하에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운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소규모 기술기헙

을 위한 참여자본撚린때을 대체할 창업지원기금도 준비하고 있다.

1.3. E U차원의 구조조정지원

E u 는 l99l년부터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의 경제재건을 위해 구조조정지원금을 지

원한다. Eu의 구조조정지원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주관하는 지원프로그램들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기t 를 한다. 유럽 구조조정지원금은 2000U-2006년 동안 독일

전체에 3lo억 유로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럽 구조조정지원금은 특히 낙후지역인

브란덴부c4긴 메클렌부르료포어폼머른/ 작센/ 작출안할투 튀링엔에 집중될 예정

이다. 이 지역들의 l인당 G N p는 유럽 평균의 75% 수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

럽구조조정지원금은 이 지역들을 우선 지원지역 를 지원의 제 l목표 지역으로 분

류하고 있다. 동베를린은 이 범주에 들지는 않으나, 2oo5년까지는 과도기 지원금을

받는다. 2000'd~2006년 동안 신연방주에 대해 Eu 구조조정지원으로 22o억 유로가

지원된다. 여기에다 공동 이니셔티브라는 명목으로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에 대해서

총 l6억 유로가 추가 지원된다.

Eu의 구조조정지원금은 경제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차 인프라 확출 환경

보호 및 개선, 잠재적인 노동력 창출과 기회균등 지출 농촌발전과 어업지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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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투입된다.

표 3:유럽구조조정지원금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을 위한 E라구조조정지원금, 지원기간 2000~2006(단위 백만 유로),

지급 가능 준비곰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2,976 | 3,013 | 3,047 | 3,084 | 3,119_L 3,181 | 3,186

* 현 시세 기준

출처 2000-2006 공동 지원계획

공동 이니서터브의 지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oo3년 l2월 3l일 기준?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럽 구조조정지원금을 통해 제공한

금액은 778만료ooo 유로에 달한다.

유럽 구조조정정책 전망 .

2o撚년 2월 유럽집행위원회는 구조조정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2關7년부터 추진하

는 제3차 Eu 란직結對 보고서(EU-Kohasionsbe元cht)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에 따

르면/ 다음지원 기간(2007-2013) 지원금은 l/ooo억 유로로 증액되어 Eu 모든 지역

의 건실한 구조 개선을 위해 그 대출 내용 및 지리적 범위가 화대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본 보고서에서 Eu의 기 회원국들에 비해 경제력이

약한 lo개(향후 l2개 국가로 증가 전인의 가입국 추가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적/

내용적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독일 연방정부는 구조조정기금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조정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확대된

Eu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임을 제안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제l 목표지역을 선별함에 있어/ 구매력 기준 l인당

G N p가 유럽연합 평균 汚% 수준 이하 지역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유럽집행위의 제

안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회함으로써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성장과정에 따라 차별을 두어 과도적인 지

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방정부는 새롭게

설정되는 제l 목표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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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은 신연방주는 앞으로도 제l 목표지역에 포함될 것이

다. Eu 집행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關l년 기준으로 드레스릴 브란덴부르크 동

서쪽 지역/ 라이프치히 등 3개 지역만이 제l 목표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지원 확정은 2ool년에서 2oo3년 조사대상 기간

의 평균이 될 것이다. 제l 목표지역으로서의 최종적인 지원대상지역은 2oo6년이

되어서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신연방주의 경우 구조조정기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형태의 지원이

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방정부는 동유럽 주변국가들과 비교/

지원상의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신연방주의 요구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

이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정부는 국경 인접지역의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거점을 옮기는 것을 적절한 조치를 취해 막고 있다. 연방정부는 E料내수

시장 진작을 위해 Eu연합 내부적인 지원 수준은 줄여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지지한다. 현재 독일

에 대한 구조조정지원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절차를 근본적으로

간소화해야할 것이다.

1 .4. 중소기업과 전문기술직 종사자를 위한 정보제공 및 자문지원

연방정부는 창업자와 독일 창업자서비스를 통해 신생 기업들이 정보와 자문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창업기업의 견실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상공회의소와 Kfw-은행그룹r 독일 직업에이전시와 경제 지원단체 같은 파트

너들은 하나의 활동공동체를 결성했다. 또한 창업자들을 위한 포릴사이트 w w w .

existenzgruender.de와 정보 핫라인(InfcUHotline)을 통해 창업자들을 위한 오리엔테

이션을 해주고 있다.

나아가 창업자의 날과 같은 행사를 열어 창업자들에게 독일 창업자서비스의 대

표들 앞에서 자신들이 구상하는 창업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기업 창업안을 검토한 후 실행에 옮기는데 필요한 조언을 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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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뿐만 아니라 창업 준비자들은 창업계획을 실행에 출길 때 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창엽자 코칭제도를 통해 창업과정과 시

간을 단축하고 기업창업 구상안의 세부사항을 재조정하고 사업에 맞는 상담을 받

도록 함으로써 창업자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특히 신연방주에서 정보 및 자문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켰기 때문에 정부

는 2關3년 7월 신연방주에서 독일 창업자서비스를 시범 실시했다. 그리고 2oo5년

말까지는 다른 주정부와 협력, 이 서비스를 독일 전역으로 화대하려 하고 있다. 창

업자 코칭제도는 유럽사회기글(Es碑과 諸w-은행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자문지원의 핵심은 창업자들이 자신들의 기업구상안을 실행에 옮길 때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하는데 있다. 2oo3년에는 창업과 자분을 위해 3/ooo만 유로가 지출

되었으며 이중 輩%가 신연방주에 지원됐다. 신연방주에서는 총 2/5oo여개 기업에

대한 자문을 했고 3U7/000명의 기업가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

상공회의소와 프리랜서 자문위원들은 이들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전문기술가 단체

는 수공업부문 창업자들에게 추가 자문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諸 w와 재정적인 후원자들과 함께 신인방주 대학에 창업스쿨을 설림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베를린/ 브란덴부르를 작센-안출트r 작센 등 총

l3개주 대학에서 프로젝트-JUNIOR를 운영/ 기업가적 독립성을 키우기 위한 창업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2004/2005학기에는 튀링엔파 메클렌부르크 -포어통머

른 지역의 학교에 처음으로 학과개설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1.5. 판매와 수출 촉진

지난 몇 년간 해외시장에서 동독제품들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이와 더불

어 제조업의 수출비율도 l9%년에서 2oo3년 사이에 두 배로 중가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동독의 수출비중은 서독의 39.4%보다 낮은 24.5%에 머물러 있다. 많은

신연방주의 중소기업들은 경영능력/ 시장경험/ 재정자원 부족으로 여전히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방정부는 2oo4년에도 해외시장 진출 촉진책의 일환으로 기업 성장과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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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동독기업을 특별지원하고 있다. 국내박람회 참가지원책의 일환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상환부담이 없는 지원를 행사장 임데료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

고 있다. 시장진출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국제경제전문가들이 5oo여개가 넘는 동독

기업들의 시장진출을 돕는다. 동독기업들은 諾게 해외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서유럽/ 북미/ Eu신규가입국가들의 시장 확보가 핵심 목표다.

臺u신규가입국인 폴란두 체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독의 국경 인접지역은 찰

매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지윈을 받게 되며 이집투 아람에미리투 베트출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들도 등독 기업의 시장진출 데상국들이다.

연방정부는 동독의 서비스분야에 대한 찰매지원을 위해 2oo3면 국제금융공사(이

하 燎Q와 함께 /독일/IFc-동독 컨설턴트 신용기금(aF)'를 결성했다. 동특의 자문

기업과 컨설턴트들은 이를 통해 국제금응공사의 기술지원 프로그램 사업들에 접근

할 수 있게 되였다, 또한 이 기금을 통헤 독일/IFc-동독 컨설턴트 신용기금(a하

으 로 민영화 시범프로젝트 기술지원에 대한 경제성 검차B-e- feasibility und

Feasibility Studien)와 국제금융공사(燎차 지원데상 국가들에 대한 기술이전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1.6. 주요 경제요소로서의 연방정부 . 국방분야의 사례

동독에서 연방정부는 중요한 경제요소다. 연방정부는 고용창출 투자 및 수요를

진작함으로써 동독의 경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무를 실천한다고 블 수 있다. 그 한

사례로 신연방주에서의 연방군 역할을 들 수 있다. 현재 동독지역에는 lo3곳에 약

4단 o關여명의 군인들과 2U-1,000명의 군 소속 민간인이 존재하고 있다. 국방분야

의 개편 .발전에 따른 군 분야 거점 치역의 수가 감소될 것이라는 점을 배제할 경

우 연방정부의 국방분야는 신연방주에서 가장 규모가 고용주라고 할 수 있다. 일

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국방분야 관련 신연방주 현지 기업에도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군 사유지내 건축물 유지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2oo4년에 2U5/000만 유로

이상의 건설투자예산이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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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 경제요소로서의 연방군

생활경제분야 2oo3년 부대행정과 관련 신연방주 현지 기업에 2,l3o만 유로 상당의 생활경제분야

사업비 지출

군 수 분 야 l99l년에서 2oo3년 사이 연방군은 신연방주에서 40U5,000만 유로 상당의 사업을

집행. 사업분야는 서비스업, 조선, 경비, 석유생산 등의부문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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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혁신력 강화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제품 개발과 혁신은 경제성출

장래성이 있는 일자리 창출과 이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연방정부

는 다양한 죠치를 마련. 동독기업들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네트

워크구성과 완성/ 혁신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2.1. 연방정부의 혁신 이니셔리브

독일은 현재 구조개혁 시기를 맞고 있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이터어를 통해서

만이 독일의 미래가 보장된다. 특히/ 신면방주의 경제는 새로운 상품개발과 기출혁

신을 통해서만 지역경쟁과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가치창출의 잠재력

을 개발할 수 있다.

혁신이니서터브를 통해 연방정부는 '아젠더 2olo「 개혁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있으며/ 그 역량을 신연방주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l. 신연방주의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구미에 맞는 매력적

인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교육과 전문교육

및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서 언급한 3가지 핵심부문에서 동독은 능를

적이며 경쟁력있는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여건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신연방

주의 대학들은 현재 국제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내응 특히/ 연구시설

면에서 월등하다.

2 . 신연방주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견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신연방주는

혁신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방 경제노동성이 혁신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지원금의 절반 정도가 신연

방주의 경제와 경제관련 연구를 위해 지출되고 있다.

2.2. 신생 기술기업에 대한 혁신지원

혁신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은 새로운 투자프로젝트와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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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 기술적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어 자체적 조달 능력이 없2 특히

충분한 제품 판매실적이 없어 자체 조달능력을 갖지 못한 신생 기술기업들에게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은행들이 위험부담이 높은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다소 소극

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를enture Capital) 지원은 대단히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l99o년대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은 급격친 활성화되었으나 지난 2년 동안 신

생 기술기업들이 실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을 졌었다. 2ooo년에 자

본 참여성 투자의 l/3이 혁신기업의 창업발전에 사용되었으나, 작년에는 약 ll%

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술부문에 대한 창업지원은 지난해에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방정부는 부족한 벤처자본을 새로운 지원구조를 창출하여 보장하려고 하고 있

다.이에 따라 올 초부터 유럽투자기금(E碑과 특별성장자본금(창업, 투자지원 대출

프로그램 - ERp)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5억유로 규모의 새로운 공동참여기금(엄브

찰러 기금)을 마련했다. 공동참여기금에는 전문적인 벤처자본기금도 포함되어 있으

며/ 지원비율 약 3o%정도로 창업초기 기술기업들을 지원한다.

최근 독일연방정부는 소규모 기술기업을 위한 자본참여성 투자프로그램의 후신

으로 새로운 기업출발기금을 제정하여 사적 자본참여투자 차원에서 개별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신연방주들은 그동안 참여자본과 연구개발지원금으로 구성된 F U T O U R 프로그

램을 통해 필요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자본시장 참여에 대한 제한으로

F U T O U R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태다. 2oo3년 말 신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2o撚년에는 2o개의 창업 프로젝트만을 지원하

게 된다.

연방정부는 새로운 첨단기술기금을 계획 중이다. 이 기금은 연구개발에 기반을

둔 창업자들에게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본을 참여자본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또

한 신연방주의 자기자본 문제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연방주 기업을 대상으

료 특별조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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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 .혁신적 네트워크

연방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특

히/ 동독의 경제회복과 혁신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사업 추진을 집

중지원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중소기업혁신역량 프로그램/ p R o N 刷 o

연방차원의 중소기업혁신역량 프로그램(이하 PRO INN학을 통해 기업과 연구기

관간의 연구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그 연구결과를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P R O INNO는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분야 및 협력사

업의 추진형태/ 국내외 협력 대상 파트너의 선정을 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촉

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 내 5만 여개의 혁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신연방주에 중점 지원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 중 關料가 신연방주의 기업들이다. l999년 6월 l일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신연방주에서만 3/7oo건 - 기업 2/26o곳/ 연구기관 2拂개 -이상의 자금

지원 신청을 승인했를 이들에게 약 3U6/000만 유로를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장중심적인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현

재 이 프로그램의 직접적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만 4/ooo여명 이상의

정규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이 종료된 지 2년 되었거나

개발 신상품이 시장진입에 성공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생산단계로 들어

가면서 평균적으로 8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혹은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년 기한으로 도입되었던 F R O I N N O I는 2oo3년 완료되었으나, 연방정부는 첨

단기술 마스터플랜과 같이 2o撚년 P R O I N N O 理를 도입, P R O I N N O I을 이어갈

계획이다. P R O I N N O D에서는 자금지원 신청기회를 보다 확대/ 세계적인 연구개

발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연구개발 협력을 보다 더 긴밀하게 지원하고

혁신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협력 후속 지원부문을 개선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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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동독지역 네트워크 경영(이하 NEM叫'으로부터 시작된 신연방주의 네트워크

사업과 기업이 연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동독지역네트워크 경영(NEMO)

2oo2년 새로 시작된 등독지역네트워크 경영대회는 신연방주에서 혁신 중심적이

며 경제분야 관련 네트워크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전문기술적이고 경영

학적인 외부 관리능력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구서독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가 신연방주에 구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

해 대부분의 동독쇼재 신생 중소기업이 더 큰 기술역량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네트워크가 이미 성공적으로

형성되었다.

이 대회가 도입된 후 3년간 2歸건의 지원신청이 있었고 그 중 55개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았다. 네트워크형성을 위해 총 l/l5o만 유로가 지원되었다. 현재 총 43o

개의 중소기업들과 9/ooo여명의 종사자(이중 2/2oo명은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들임)

가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있으며/ 약 l5억 유로의 매출액을 창출하고 있다. 연구기

관f특히 실기중심인 동독의 여러 종합대학를hiversi獄)과 발과데학를ochschule)들

도 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들 네트워크 기업들은 2-3년 안에 9oo여

개 - 이는 평균성장률인 lo%에 해당 - 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

다. 아울러 독일 전체 네트워크들도 동독지역 주를 포함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되

는 네트워크 분야에는 미래기술 분야에서부터 정보통신/ 재생에너지/ 환경보호와

식틀영양 등 모든 기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2o撚년 4월 초 제 4차 N E M o 대회가 개최되었고, 55개 프로젝트안이 제출되었

다. 이 중 2o개의 프로젝트가 선별되어 2lo만 유로를 지원받고 있다.

기업경영과 밀접한 연구 지원

기업성출 일자리 창출, 세계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 연방정부는

다양한 지원조치를 통해 신연방주의 기업과 기업 외부연구기관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능력의 구축과 증대/ 경제 혁신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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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 동독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의 85%는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응한 경험이 있다.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는 이미 가시화된 상태다.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들의 경쟁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국내외 시장에서도 점

차 그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경제성장의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2oo3년 동독지역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의 軸努가 '신연방주 중소기헙과 외부연

구기관의 연구 .개발 .혁신 특별프로그인을 통해 지원되었다. 이를 통해/ 신연방

주에서 주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들은 이익창출과 인력채용에 평균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동독지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2ooo년에서 2oo2년까지 지원금을 받은 기

업들의 이익창출과 고용은 각각 26%와 6% 증가한 반면, 신연방주의 제조업 전체

의 이익창출과 고용은 각각 ll%와 l.3%로 낮았다. 또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과

거 5년간 연간 약 37o여 게의 연구개발 결과를 시장화 했다. 다시 말해 l유로의

지원금으로 평균 l5유로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방정부는 구동독 지

역에서 기업관련 연구를 대폭적으로 지원/ 그 효을성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려 하

고 있다. 이에 따라 2o撚년 l월 l일 낙후지역 성장추진력 연구 개발을 위한

I N N O - W A T T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2oo3년 성공적으로 끝난 동

독 연구개발 특별 프로그램을 계승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개발결과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도입하거나 중소

기업으로 기술이전을 하는 기업과 외부 산업연구기관을 지원하게 된다. 를 지역

성장 원동력이라고 입증된 기업과 기관들만 지원하게 된다.

지역 혁신기업 역량

연방정부는 l勞8년부터 신연방주를 위한 혁신정책적인 지원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이와 같은 지역중심적인 지역 혁신기업 이니셔티브'를 위해 2oo4년에서

2oo8년까지 정부재정으로 총 4억6천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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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기업 프로그램은 지역 지향적인 기업에 대해 지원히는 특징을 가진 정

책이다.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축진시키는데 있으며/ 산학협동이 중심이 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과 연구교육 c z

로젝트로 구성된 關개 지역의 면구 및 교육 관련 l/ooo여개 혁신사업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원결정까지는 까다로운 선별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역 혁신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동독지역 기업의 혁신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l999년 지역혁신란moRe諒o) 프로그램에서 출발했다. 이 지역혁신 프로그랩의 재정

규모는 2U 2/500만 유로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4개의 지역 혁신기업의

프로그램의 지원액은 이보다 두 배 더 많다.

지역 혁신기업 프로그램은 다음 정책적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디

#지역혁신(InnoRegio) (1999U-2006년)

이는 교육기관과 연구기관간의 협력/ 경제와 행정부문의 공동 혁신구상안을 통

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Inno朧凉o 프로그램의 재정규모

는 2U5/000만 유로다. 현재 23개의 加noRe諒o 프로그램이 실행단계에 있으며/ 총

78o개의 개별계획을 승인/ 1U6/000만 유로가 지원되고 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각 지역의 교출 연구, 기업 및 행정기관을 통합하고 촉진시

키기 위한 혁신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InnoRe諒o 지원을 통해 각 지역은 지역별

혁신 잠재력과 강점을 선별 평가하여 이를 어떻게 활웅하고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혁신구상안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 hmoRe諒o들은 현

재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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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역혁신(InnoRe諒o) 프로그램의 지원

Haritime Alianz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머른 지역약 l關여명의 담당자들이 혁신적인 해양시스

템과 서비스를 개발.

'Bautronic 중부 튀링엔 지역에서 추진되는 건축 및 부동산 분야 마이크로 기술 개발 이

니셔티브

'BioHv燎小'-Region 포츠담라 루켄발데의 의학 및 식품산업용 바이오칩 생산 프로젝트

Ulusicon V必ey. 포그트란트 악기제조분야 연구자와 기업가간 협력프로젝트

베를린-독일경제연구소(D料/) 주관 하에 실시된 과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결과

는 Inno淺凉o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신연방주에 대한

집중 혁신지원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InnoRe諒o의 지원을 받은 대부분의 기

업들이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신상품을 시장에 출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

산품 중 切誰는 혁신제품들이었으며/ 지원을 받는 기업의 75%가 해외시장을 겨냥

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D I w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혜기업을 통해 이미 경제개

선 및 혁신력 강화 등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혁신적 지역성장 거점(2ool년 이후 추진)

InnoRe호o를 통한 지원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로 인해/ 2ool년에는 /혁신적

지역 성장거점'이라는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이 프로그램은 추진기간이 무기

한으로 설정되었으며/ 주목표는 경제분야 프로젝트와 결流 지역의 핵심역량을 강

화하는 데 있다.(단기적 차원에서도 가능)

이를 위해 지역 혁신전략과 같은 다양한 사업계획이 요구된다. 성장거점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를 경쟁상

대자에 비해 월등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

금까지 총 l3개의 성장거점 지역에 각각 연간 약 l弱만 유로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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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혁신 지역 성장거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핀핀5濾J盜注避JL츠및및.臺린린핀

라우지츠 생명공학네트워크 질병 진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Upten-Chip 개발장려, 2oo4년에 7

백만 유로 지원

'파니마트(fanimat)' 성장거점 헤름스도르프(지역) 산업 및 연구인력들이 공동으로 미래 기술에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질, 비금속 신물질 개발

* 혁신역량개발센터(2oo2년 이후 추진)

/혁신역량 중심지. 인재를 찾고, 재능을 보장한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동독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연구센터 건립을 지원

하고 있다.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국내외 신진학자를 양성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연

구결과를 지역의 연쇄적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년 동안

의 전략구상 및 개발지원 단계를 초출 l2개 프로젝트가 재정적 지원 내지 기업자

문가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고 있다. 연방교육성(BMB라이 독립적인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 6개의 핵심역량 개발센터 건립을 재정지원하게 된다.

이 연구센터들은 국내외 과학경쟁과 시장경쟁부문에서 확고한 위치 확립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이를 위해 각 센터들은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평가

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한 바 있다.

드레스덴에 위치한 QnCoRay 센터는 생물학적 자료를 토대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기술적으로 향상된 방사선 치료를 개란 암 치료법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

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인체에 보다 효과가 있는 약물을 투입하여 환자 개개인의

병력에 맞는 치료법을 개및 이를 고도의 물리학적이며 기술적인 방법으로 방사선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정된 연구센터들은 정부로부터

신진학자 그룹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전략적 투자를 위한 지원을 통해 2oo9년까지

약 5천만 유로를 지원받게 된다.

*미래시장을 위한 지역 간 연합(혁신포럼)

지역 연합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기업/ 학문기관 및 다른 지역과 유대관계를 형

4 4



성하고, 네트워크 형성 초기단계나 사업 추진단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전문가 회의와 비슷하며, 지식전달과 관계형성에 기여하는 혁신포럼이 있다.

올해 4월 포츠담에서 개최된 지리정보경제 혁신포럼에 참여한 2oo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은 현재 l5%밖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지리정보시장을 보다 유용하게 활

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업과 행정기관을 통한 정보생출 정보관리 및 정

보 활용까지 이어지는 부가가치 창출고리를 만드는 것이 기업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는 기업과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간 밀접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브란덴부르크는 포츠담 지리연구센터와 포츠담 지리정보학과와 함께 우수한 연

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역량을 능력있고 혁신적인 지리정보관련 중

소기업들과 연계함으로서 해당지역은 이 분야에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게 된

다. 신연방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포럼운영에 연간 약 l關만 유로를 지원할 예

정이다.

기술역량 네트워크

산 .학 .연의 파트너들로 구성된 혁신중심 협력단체인 '기술역량 네트워크「는 지

역성장과 특성화의 구심점으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독일의 가장 뛰어

난 기술역량 네트워킹 -현재 l歸개 -은 온라인상의 인터넷 사이트 koinpetenznetz.de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홈패이지의 질적 우수성은 홈페이지를 찾는 방문객 수를

통해 화인되고 있다. 사이트 방문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한 달

에 4만및ooo명이 방문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 덕분에 독일은 해외에서 고부가가치

의 연구 및 기술거점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신연방주에는 모두 l9개의 네트워크가 있으며, 2oo3년 이후 5개의 네트워3가

kompetenznetz.de에 성공적으로 편입되었다. 중요 거점지역은 베를린-브란덴부르

a , 그라이스발s 로cJL비스마를 가터스레출막데부르를 드레스출켐니출 할레-

데르세부르크, 아라일메나루치어푸르트 등이다. 이 지역들은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살아있는 혁신지역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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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거점으로서의 동독

실용적인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는 학문기관으로서 동독 대학들은 기업의 경쟁

력 강화와 거점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지원정책을 재조정할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효출적이며 견실한 성장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혁신적인 연구 환경

이 필수적이다. 연방정부의 교육과 연구f 혁신 부문에 대한 신연방주의 지원에 따

라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첨단기술 지역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성공사례들은 다음에 제시하는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7: 첨단기술지역 I

핵심 분야 마이크로시스템기술, 광양자학, 광학기술, 정보통신 및 미디어 공학, 환경기

술,생명공학 기술, 에너지 기술, 신재료 및 공정

만구소 및 기관 교육기관 외 안구소 l2곳에서 l,5oo명의 직원근무. l억2,諒o만 유로지출. 이중

l/4은 지원금임. 훔볼트 대학 내의 6개의 수학 및 자안과학 연구소는 직원이

5oo명 이상이며 교수 l2o명, 학생 7,ooo석 명이소속되어 있음.

투자 지금까지 l3억 유로의 공공자금을 투자. 2olo년까지 lo억에서 2o억 정도 추가지

원 예정

기업창업 l99o년부터 37o여 개의 과학관련 기업이 창업되었으며, 총 직원수는 3,22o명

일자리 학문 및 경제단지 직원은 현재 5,3oo여 명이며 4,l幽여 개의 학문, 경제, 미디어

관련 기업 혹은 서비스 업종에 10,000여 명 이상이 종사

국제적인 네트워크 아들러호프의 대학기관 외 연구소들은 2oo3년 撚개국과 986건의 협력망을 구축

특별사항 독일 항공우주 기술 센터의 행성연구소가 개발한 스트레오 카메라 HRsc가 화성

탐사사업에 이용됨
.

3.1.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장려

신연방주의 교육 및 연구부문 개발은 연방정부가 정책결정을 내릴 때 특히 중요

하게 고려하는 부문이다. 연방교육성(BMB硝은 2oo3년 신연방친베를린 포部의 연

구 .교육 부문에 20U2/000만 유로를 지원했다. 총 인구 중 신연방주의 인구비을이

2o.8%인데 비해, 지원 금액은 교육부 총 예산의 24.2%에 해당한다. l998년 연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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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연구부는 신연방리베를린 포部의 교육연구 부문에 17U2/000만 유로를 지원했

으며/ 2oo3년의 지원금은 약 l7.4% 증가했다.

2oo4년 연방교육성은 신연방리베를린 제외) 교육연구부문에 l4U7/000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l998년도 대비 2o.6% 증가한 금액이다.

한편/ 2oo3년 연방정부는 신연방주 고등교육기관의 연구 지원을 위한 독일 연구

단체(DFQ에 lU4/500만 유로(l998년도 대비 52.8% 증가)를 지원했다.

동독 지역의 대학과 전문대학들은 각각 지역별/ 전문분야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매력적인 전공과천이 도입된 이후 최근 동독 대학에는 서독출신 학생들의 숫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대학발전을 위한 학교 등급센터(cHD가 제시한 학교등급 순위를 보면 기

계설비, 전자 및 전산출 건축기사 등과 같은 공학 부문에서는 켐니츠 공과대친

드레스덴 공과대친 로스톡 대학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인문학 분야에서도 그라

이스발트 대학이 심화된 교수법과 짧은 수학 기간을 들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곳 대학에서는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 l인당 지도 학생 수도 타 지역에 비해 훨씬 적어 효출적인 수업이 이루어지

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학업을 끝내는 학생들의 비율도 높다.

2oo3년 대학발전을 위한 학교 등급센터에서 대학 연구부문을 보면 베를린의 출

볼트 대학과 함께 동독대학이 2위를 기록했다. 이 대학에 개설된 학과 중 3/4 이

출 특히 경제친 생물출 물리친 심리친 사회출 역사출 법학 부문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 7



표 8: 첨단기술지역 夏

핵심 분야 분자생물학, 유전자분석;면역진단학T 분자생물학 감식법 및 치료요법, 암진단학t

약학 분야의 활용을 위한 잠재적인 목표구조

연구소 및 기관 박z 델브치 분자의학센터(MDC), 분자약학연구센터(FMP). 대학 캠퍼스 내 임상연

구 및 실험여건을 갖춘 로버트 뢰셀 병원과 프란츠 폴하르트 병원이 있음.

기업창업 대학 캠피스는 베를린 생명의학 관련 기업들의 창업센터로 기능. 현재 39개의 기

업이 활등

일자리 연구센터 직원은 현재 82o여명이며, 생명의."SHBiomediz피 분야 기업에서 55o여명

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고등교육기관 설립

내년 신연방주 고등교육구관의 건축물 구축과 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를二

력이요구된다. 2oo3년에는 '신연방주 고등교육기관 설립(동베를린 제외)을 위한 공

동과차에 2U2/400만 유로에 이르는 연방정부 재원이 투입되었다. 신연방주의 고츠

등교육기관 설립 및 설비시설확충을 위해 총 5U4/800만 유로를 투자했으며 이로

써 독일전체 지원금의 23%가 구동독지역 고등교육기관에 투입된 셈이다. 동독 고츠

등교육기관의 전국대비 학생 비출은 13%(2003/撚년 겨울학기 기준) 수준이다.

한편, 지난 몇 년간 신연방주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조금색 줄어들기는 했

지만 학생 수에 비해 지원 금액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고등교육기관 설립 공등과

제를 위한 예산은 지난 몇 년간 조금씩 증액(l野8년에서 2oo3년까지 l5% 증가) 되

었으나 2o撚년부터는 9U2/500만 유로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그러나 주정부가 5o %

를 공동지원하고 있어 총 지원금은 l 8 U 5/000만 유로인 셈이다.

l野7년부터 도입된 '제 3자를 통한 선지원계획'을 통해 고등교육기관 설립과 추

가시설의 확장이 가능해졌다. 신연방주들은 이 지원금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원하

는 수준을 예상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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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諒 첨단기술지역 麗

핵심분야 유전자 및 단백질집料Proteom)연구, 바이오 하이브리드 기술, 조직공학, 생명정

츠JU(Bioinformatiks)

연구소 및 기관 l57개의 중소기업, 7개의 기술간지; 25o개의 생멍공학 안구그룹과 제약화사 쉐링

(Schering)은 생명공학 시설을 갖춘 연구시설과 기업, 지역의 안구 잠재력의 혜

텍을 누리고 있음.

투자 학문적 협력사업을 위해 지난해 lU5,000만 유로 이상 전국 규모의 지원금이 투

자되었음.

기업창업 생명공학분야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신규 창설된 기업수는 파산한 기업의 수를 대

체했음.

일자리 위 지역아는 생명공학 분야에 5천여 명 이상이 종사 하고 있음. 2olo년까지는 생

명공학 관련 일자리는 2'?b5,000개까지 증가될 것임.

특별사항 적색생명공학과 녹색생명공학의 폭넓은 질적 향상. 독일 유일의 때를린 유전자

생명정보학 센터 소재

고등교육기관 이니셔티브(zllf

고등교육기관 미래이니셔티브를 통해 독일 데학 교육기관과 대학 외 고등교육

기관 연구시설 확충이 용이해졌다. 이 프로그램은 2oo3년 완료되었다.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에 대한 이러한 목적의 지원은 전체 재원의 23%인 l억2/2關만 유

로를 차지했다.

고등교육기관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수 및 학습 소프트웨어 지

원이다. 더 나아가 가능한 많은 학과에서 멀티미터어시설을 이용한 강의와 학습형

태를 개장 이를 광생위하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새로 개발된 전자학습(E-leamig)

제품들을 통해 교육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더불어 학생들의 미디어 능력도 향상되

었다.

새로운 교육매체

새로운 교육매체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1-20撚년 기간 동안 새로운 교육

매체 도입을 위해 총 537개의 개별 프로젝트가 l關개의 연합프로젝트로 결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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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8,500만 유로가 지원된다. 이 중 4/58o만 유로가 신연방주 l4l개 개별프로젝트

에 지급된다.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는 출석학습 및 자출학습을 위한 별티미디어 및 교수법 개

발과 실릴 그리고 온라인 원격강의와 같은 혁신적인 통합 교육매체를 제공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새로운 교육매체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연방주에서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

이 l8개, 드레스덴 공대가 l6개/ 로스톡 대학이 l4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가장

활발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과 연계된 기업연합들은 분야별 공동작업을 통해 다양한 기술적/

조직적, 교수법적/ 법적 측면에서 우수한 실습 해결책을 개발했다. 현재 임시로 적

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l料개의 교수 및 학습방법과 9o여개의 벌티미디어 지식정

보, 85개의 멀티미디어 도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개별모듈과 코스 및 수집된 자료

는 단기간에 증가하여 현재 2천여 편이 넘는다.

표 l朧 첨단기술지역 린

츠츠逢린및

핵심 분야 기후 및 지형연구,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지질학, 환경, 농업 미디어 연구

련구소 및 기관 포츠담 우주물리학 연구소(린p), 막7.플랑크 중력물리학연구소, 독일식품연구소,

포츠담 지질연구센터(GF2), 포츠담 기후연구소(PIK), 알프레드 때르그너 극지방

및 해양연구소(Awl) 바벨스베르크 미디어 도시에는 l2o여개의 영화 및 미디어

관련 기업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콘라드 볼s 영화방송학교와 긴밀히

협력

일자리 4천여 명의 학자들이 대학) 전문대학과 고등교육기관 외 연구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음. 벨스베르크 미디어 도시에는 3천여 명의 정규직 직원과 프리랜서가 근무하

고 있음.

지난 몇 년간 고등교육기관 자체 이니셔티브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니셔티브

를 통해 얻은 성과를 더욱 장려해야 한다.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지역에서는

고등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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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방주 및 베를린의 혁신적 연구구조 창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고등교육기관 및 학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와 교수

임용에 있어 여성의 기회균등 실현fwp)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합의한 것

이다, 이는 특별히 신연방주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이를 통해 2關l년부터 고등교육

기관 및 대학 외 연구기출 경제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가 강화되었다. 본 프 로 그

램은 2oo3년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5o%씩 총 7rl o만 유로를 분담 .지원하였

다.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혁신적 연구구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연방

주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그 중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巨 브란덴부르크는 특히 특별연구부문 대학원 과정과 미래연구 부문의 혁신네트

워크를 마련했다.

를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머른은 고등교육기관의 후원금 확보능력을 강화하는 부

분에 집중했으며, 보너스 제도를 마련했다.

를 작센주는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드레스덴 공과대학과 라이프치히 대학에 생

명공학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를 작센-안할트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우수한 연구계획과 교육 및 연구그룹

을 지원할 수 있다.

를 튀링엔은 l2개의 대학 혁신 신진학자 그룹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신진학자

그룹은 기존의 특별연구부문을 통해 젊은 과학자들에게 우수한 학문적 환경

을 제공할 수 있는 학과에만 유치되었다.

2oo2년에는 연구와 교수임용에 있어 여성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6개의 전문프

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평가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2o撚년-2oo6년 2년 동안 프로그램 실현을 위한 재정적 구조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XM\I~2006년 동안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혁신적 연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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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에 연방정부와 해당 주정부는 2/5弱만 유로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표 ll: 첨단기술 지역 v

핵심분야 항만경제와 현대적인 조선업, 생명공학f 의료기술, 플라스마 기술

기관 로스톡 대학교) 그라이프스발트 에른스는모리는아른트 대학교? 기술) 경제T 조천 전문대

학를 BioCon V린ey? 메를렌부르로포어폼머른 주 생명공학 이니셔티브를 통해 대학거

점 지역과 다른 도시에 효율적인 만구시설 개발

투자 벤델슈타인의 7.x 핵출합실험에만 2olo까지 3억4,5鶴만 유로 투자 예정

기업창업 로스톡 혁신 및 창업 센터(RGIZ)는 i99l년부터 혁신적인 기업들과 첨단기술 분야의 창

업기업들을 우선 지원. 로스톡과 그라이프스발트 지역에는 현재 75개 이상의 생명공학

기업들이 위치

일자리 생명공학기업 분야에 약 l,朝o여명의 우수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주정부 과학연구

소에 8oo여명의 학자들이 .근무

특별사항 그라이프스발트는 독일의 가장 중요한 플라스마기술 잠재력 센터 중 한 곳 임. 막츠플

랑크 플라스마 물리학 연구소는 2olo년까지 세계 유일의 핵출합 실험소인 벤델슈타인

7崙를 설립할 예정

동독 의과대학의 임상연구 강화

정부 차원 건강연구 인간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關l년 의료연구

특별 분야와 동독 8개 의과대학의 구조적 결함 해결을 위해 3단계 특별 지원 조치

가 단행되었다. 의료구조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능률적 자원 분배와 신진학자 양

성안이 전국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듈(교수 조기 임웅, 후진그룹 양

성/방법적 핵심 단위)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연구 프로그램에는 2001U-2004년과 2o撚년-2oo7년 기간 동안 두 단계에

걸쳐 총 6/5oo만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독일 고둥교육기관 전산학의 지속 발전을 위한 연방- 주 프로그램o切s)

2ooo년 전산학 지속발전을 위해 시작된 5개년 특별 프로그램은 올해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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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특별 프로그램 예산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5o%씩 부담하며 프로그램 총

예산 중 l,l4o만 유꼭연방정부 57o만 유로 부部가 신연방주에 지원될 예정이다.

2oo3년 이미 2拂만 유로가 지원되었으며/ 2o撚년에는 총 22o만 유로가 지원된다.

현재 전산학 지원 프로그램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독일의 전산학 전공자 수

는 l999년 5만출ooo명에서 2oo2년에는 8만료ooo여 명으로 증가했다. 성공적으로 학

업을 마친 학생들차의 숫자도 l999년의 6/o23명에서 2關2년에는 6/282명으로 증가했

다.(전산학 전공자의 신구연방주간 편차계산은 불가능)

국제학 관련 시범 프로그램

연방정부는 독일 고등교육기관 내에 획기적인 국제관련 학과를 마련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국제학 관린 시범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경제

출 자연과출 공학 및 인문 사회과학과의 학사 및 석사과생을 지원하고 있다.

본 시범프로그램은 고등교육기관과 연방정流 주정부가 긴밀히 협력 하에 독일

학술교류처(DAAD)와 고등교육기관 총장회의(Ha9 공동주관으로 2oo5년까지 실시

된다. 연방교육성은 모두 62개의 국제학과에 총 3/9oo만 유로를 지원하게 되며 개

별 학과에는 각각 최대 5l만 유로가 지원된다.

62개 국제학 관련 학과는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학생을 모집한다. 이들 학과 중

에는 총 l,ooo만 유로의 지원금을 받는 신연방주 지역 내의 학과도 l6곳이나 된다.

2oo2년에는 l切만 유로가, 2oo3년에는 총 llo만 유로가 지원되었다. 모든 신연방주

가 시범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았다. 2oo3년부터 브란덴부르크 주는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교육계획과 연구지원을 위한 연방-주 위원회但訓f 시범모델

연방정부는 2關l년부터 강의의 국제화와 교육생들의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학업

개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등교육 기관의 이수학점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주정부 위원회(이하 Bu9가 제안한 시험 모델이다. 본

6 ) 박사과정을 할지 않은 석사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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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3년 기한으로 추진된다.(2朧년 lo월부터 2脚년 9월까지) 한편/ 동베를

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에서 진행 중인 ll개의 시범모델에 총 256만 유로(주정부 부

담금 l28만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기간 만료 후에는 시범모델 프로그램 결

과가 타 고등교육기관에 적용된다.

포츠담 대학에서 2oo3년에서 9월부터 2oo5년 8월까지 시행될 '유럽 언른학(2단

계/ 석사)과의 학사/석사 과정 도입과 평가를 위한 시팀모벨도 아직까지 연방정부

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시범모델은 현재는 물른 미래의 노동시장 및 직업 개발

부문과 관련이 있으며 시범모델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 연방정부에 의해 34만친ooo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2000U-2005년 기간 동안 신연방주의 BL辰 시범모델 프로그램에 25o만 유로가

지출될 예정인 바,이는 정부 전체 예산의 弱誰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써 신

연방주는 구연방주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핵심부문이기도 한 신연방주 방송통신교육 부문에는 2002\I~2005년 기간

동안 l弱만 유로 이상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벌티미디어 지원을 받는

강의, 학습 간-출석 수업 강좌 포함- 연계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표 理 첨단기술지역 면

핵심 분야 마이크로시스템 기술, 전산학, 재료만구, 자동차, 기계제작. 향후 생명과학 분야

도 육성 계획임
.

면구시설 및 기관 AMD와 인피니언(Infmeon), 모토롤라(Motorola)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과 연

구소는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 연구의 혁신적 기료를 마련. 인피니언사와 A M D

사, 뒤퐁 포토마스크(Dufont Fotomask)사가 공를으로 설림한 AMTc 마스크 기

술센터가 이의 좋은 예임
.

투자 참여 기업들은 Abrrc센터에만 5억 유로를 투자. 그 중 8천만 유로의 지원금으로

정부는 마스료 기술과 대체 석판인쇄술의 연합 프로젝트를 지원. 작센주의 생명

공학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억유로가 투자됨
.

일자리 30Qmm-Wafer 기술과 연계, 이 지역에 l"1-1,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특별사항 인피니언, 모토롤라, 바커(Wacker)사와 국제안구파트너들의 300mm-W리er 기술

개발지원. 이 지역의 Silizium-W리er 거점은 국제적으로 높은 명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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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분야 신진학자 양성 지원

독일의 학문분야 후진 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이들에 대한 지

원은 대체로 중간단체를 통해 간접적인 방팀으로 이루어진다. 이의 좋은 예로 독

일 연구공동체(DFQ를 들 수 있다. 동독지역에 대학원과정을 신설/ 학문분야에 뜻

을 둔 신진학자들에게 고등교육기관은 매력적으로 비춰진다. 박사학위 지원생들도

체계적으로 준비된 학업계획에 따라 박사과정 연구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으며/

논문작성 시 담당교수가 진행 중인 연구에 동참할 수 있다.

현재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의 고등교육기관 58곳에 대학원 과정이 설치되어 있

으며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연방정부가 58% 주정부가 42% 부담한다. 연방정부

와 주정부는 2oo3년/ 동시독의 박사치괴 이수자 l인당 장학금을 월 l/ooo 유로(기

존 구연방주 92l유로, 신연방주 895유로 지급)로 화대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표 l3: 첨단기술지역 流

웨린죠로로二웨린4는린悲4린및

핵심분야 의료, 약학, 생명공학, 사진작업, 광전자공학에서 활용되고 개발되는 광학 및 정

밀기계공학 산업.

연구시설 및 기관 예나, 일메나우, 에어푸르트 대학교와 4개의 전문대학, 淸곳의 교육기관 외 연구

소, 신기술 및 창업 센터, 경제연구 센터. 정부가 지원하는 광학분야 혁신센터

인OptoNet을 통해독일을 장학벨리'로 성장시킴 .

일자리 예나에는 l2o개 광학기술 기업이 있으며, 8만5천명이 종사 중. 2olo년까지는 필

요 노동력이 급격히 증가할 것임.

특별사항 연구시설 최고 밀집지역, Optomatronik 센터, 실용 광학기술과 정밀 기계공학을

리한 프라우엔 호퍼 연구소(I0F), 예나 첨단물리기술 만구소(IPHT), 보이랜베르

크 과학 캠퍼스, 생명수단 센터(Bioinstrument). 향후 Optomatronik을 지속적으

로 개발하여 를트라 광학센터'를 만들 계획
.

주니어 교수제

주니어 교수제를 통해 이미 3o대 초반 젊은 학자들이 독립적인 교수와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주니어 교수자리 확보를 위해 연방교육성은

교수자리 l인당 년 6만 유로 또는 7'?l7/000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신연방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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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o3년 l2월 3l일까지 총 l4개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l6o개의 주니어 교수자리를

마련했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총 지원금의 23%인 긴o5o만 유로를 지원했다. 특

히/훔볼트 대학에는 弱여 개의 주니어 교수자리가 마련되었다.

2o撚년 신연방주 l6곳의 고등교육기관에 82석에 달하는 주니어 교수자리 창출을

위해 총 52o만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미 과반수이상의 신연방주가 주정부 J L

등교육기관 법에 주니어 교수제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경제와 결합된 전문대학 실용학문 연구(FH3) 프로그램

경제와 결합된 전문대학의 실용학문 연구(이하 誇?) 프로그램은 기존의 개발지

원 프로젝트와는 달리 중소기업과 연관이 있는 지역연합 프로젝트를 전환한 것이

다.본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연구분야에 접근하여 기업의 요구에 맞게 혁신적인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전문프로그램과 연계시키고/ 창업기업 지원 및 신기술

도입을 지향하는 정부 혁신전략 실현이 그 목표다.

FFp 프로그램의 범주에는 무엇보다 학문간 연계와 범 대학 차원의 협력이 요구

된다. 여기에는 전문대학들이 산 .학 .연과 기타 분야의 파트너와 협력 관계를 이

루고 있다.

연간 제출되는 지원신청의 38%는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 35개 전문대학들에

의해 제출된 것이다. l26개의 구연방주 대학을 비롯? 신연방주의 대학도 비슷한 수

준의 지원금을 받는다. 2oo3년 연방정부는 본 프로그램을 위해 lo7o만 유로를 이

미 지원했다. 한편 ll4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2oo3년부터 2oo5년까지 총

l/l關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 27.9%인 324만 유로가 신연방주의 전문대

학에 지원된다.

신연방주의 대학들의 발전은 바로 이곳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증

가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91/92년 l민출ooo명에 불과했던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지역 대학의 학생수가 2oo3/撚년 겨울학기에는 무려 lo만

3/5oo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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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학연구지도'를 통해 신연방주의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 교수의 수가 서

독 지역의 대학 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

젝트 수만 보더라도 동독 대학 2곳이 Top 5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후원금 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ll개의 동독대학이 Top 3o에 포함되어 있다. 박사과정에서도 5 L

육의 서-동 이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당수의 서독출

신 전문대학 졸업자들은 동독지역 대학에서 박사리핀을 발으려 하는데/ 이는 동독

대학들의 지원여건이 서독보다 우수하기 때문일 것이다.

표 l한 첨단기술지역 湖

핵심분야 기계설비의 농업분야 활용, 화학산업, 식품산업과 전산학, 약학 등 새로운 산업

분야

련구시설 및 기관 하르츠 대학교, 응용학문 대학교, 막데부르조스텐달 전문대학교와 교육기관. 가

터스레벤 식물유전자학, 재배식물 연구센터

투자 정부는 InnoPlanta 네트워크, 식물생명공학, NmA, 알트마크 천연재료 혁신 네트

워크에 총 3,ooo만 유로 지원

기업창업 수많은 창업센터가 신생 기업들에게 우수한 초기여건을 제공

EXIST-고둥교육기관 출신자의 창업

l野8년부터 연방정부는 'EXIST-고등교육기관 출신자의 창업(EXISIy 프로그램 틀

안에서 재학생/ 졸업생/ 고등교육기관 종사자들에게 자영 활동에 대해 동기를 부여

하고, 이들이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를 지원

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교를 연구, 행정분야에서 기업가적인 독립심을 확립하

고 학술단체의 혁신적인 기업창업을 촉진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다.

현재 E a s T 프로그램에는 26개의 賜asr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이

중 l5개 지역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1998\I~2005년 기간 동안 진행되는 본 프로

그램에는 5/3oo만 유로 이상이 지원될 것이다. 이 중 3/4oo만 유로는 기존에 선발

된 5개의 EQ?r-시범지역(1998\I~2005년)(=)lL i/ooo만 유로는 추가로 선발된 lo개의

EQsl-이전를ranfer)지역(2關2Ud~2005년 기간 동안 네트워크 당 loo만 유로를 지원

할 예정)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2oo8년까지는 추가로 3/56o만 유로가 지원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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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E a ? f 씨앗 프로그램을 통해 l999년 l2월부터 선발된 蠶價5f지역 고등교육기관

의 개인 창업계획을 후원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인 초기 단계에 6oo만

유로를 지원했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후 麗(IST-HighTE曆비라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l6o만 유로를 들여 기업대표자와 첨단기업 경영자과정의 인력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현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

고 l5곳의 鷺asr 지역에서는 현재 l/ooo여 개의 혁신기업이 창업되었다. 惡3?r-씨

앗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 중 95%를 지원/ 실질적인 기업 창업으로 이어

지게 하고/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關여개 기업에서 2oo여 개의 새로운 일자

리가 창출되었다. 또한 경제/ 금출 고등교육기관과 학계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

가위원회가 謬a罰' 지역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활용 촉진

연방정부는 재활용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 인프라 구축을 전 연구대상 영

역으로 지정/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메나를 막데부르료/ 포츠담과 로스톡의

특허 및 재활용 에이전시를A박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출연을 지원하는 보완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약 35o만 유로를 지출했으며/ 올해에는

23o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찰용 촉진과 관련된 지원은 2oo6년까지 지속된

다. 연방정부는 2o撚년부터 프로그램이 끝나는 2oo6년까지 63o만 유로를 재활용

촉진 범주 내에서 지원하며 주정부도 이에 참여/ 공동 지원하게 된다.

3.2. 신연방주의 연구센터 확충

2ool년 단행된 베를린 지역개혁으로 동서 베를린 간의 지리적/ 재정적 격차가

상당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정시 베를린 지역 전체가 신연방주에

편입될 것이다.

2oo3년 신연방주에서 진행되는 연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7억58o만 유로

(l998년에는 6U5,600만 유로)가 동독지역 연구시설의 확충과 현대화 명목으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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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었다. 헬름흘츠센터에 2U5/020만 유로(l998년에 비해 5.7% 상친/ 프라우엔호

퍼 협회를QU] 7/800만 유로(l998년에 비해 26.6% 상승)/ 막스-플랑크 협회를點)

에 lU2,770만 유로(l對8년에 비해 3.3% 상승)가 투입된다. 고트프리드 빌헬름 라

이브니츠 과학조部撚고) 설립을 위해 1U7/070만 유로(l998년 대비 5.3% 상部를

지원했다. 2oo4년에는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의 연구시설 지원을 위해 5U1/900

만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l998년도 대비 32_o%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개별 학술단체 지원 겯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신연방주에 막스-플랑크 협회(M理핀를 설립할

수 있었다. 지난 수년간 M p G 는 이곳에 l8개의 연구수 l개의 연구단지와 부설 연

구소를 세됐으며 이곳에는 5개의 인문과학 연구소와 5개의 생물-의학 연구소와 l

개의 생물-의학 연구단지, 8개의 화학-물리-기술 연구소와 독일 헤르만 헬름홀츠

조합 연구센터와 협력하는 그라이프스발트 막스-플랑크 플라스마 물리학 부설 연

구소가 있다. M p G 를 통해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의 연구시설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신연방주의 신축건물 투자를 위해서만 5억3천만 유로가 투입되었다. 현재 막스-

플랑크 협회 연간 운영자금의 l/4인 2억 유로가 신연방주에 지원되고 있다. 이를

@ 해 ll9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제3자 지원금(Dtittmittel)과 대상 장학

생들을 포함할 경우 4천여 명의 고급인력 일자리를 창출했다.

신연방주의 연구소들은 막스-를랑크협회의 향후 5-lo년간의 발전 전망을 확신하

는 바탕 위에서 향후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막스-플랑크 국제

연구학교 프로그램에는 신연방주로부터 29개 연구학교와 8개의 막스-플랑크 연구

단위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연방주의 l8개 프라우엔호퍼 단위 연구소와 기관들에는 l/73o명 이

상이 고용되어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신진학자들과

학문적 네트워킹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현재 9oo명 이상

의 석사급 연구생과 조교가 프라우엔호퍼 연구소의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다. 프

라우엔호퍼 연구소는 l992년 이래 구동독지역 프로젝트를 통해 8U4/800만 유로에

달하는 수입을 창출하였는데/ 이중 4U3,400만 유료는 산업계로부터의 위탁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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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3U2/600만 유로는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수입이다. 연구분야에 있어

동서독 간 수입구조와 연구수준은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 도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路: 첨단기술지역 理

핵심 분야 환경기술, 의학적 식물학 및 생명공학, 전통적인 화학산업

련구기관과 시설 라이프치히린계 주식회사(wz) 환경연구센터는 사람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안구하고 파괴된 자연을 연구하기 위한 혁신센터로 자리 잡았다. 의료생명공

학과 식를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대학교 외 작센주 응용생명공학 면구소와

2개의 막츠플랑크 연를h 식물생화학과 연구소, 막7.플랑크협회의 단백질

분열 효소학 연구센터가 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 라이프치하할레 주식회사(이하 uFz)는 유럽 최대의 환경보호 센터 7곳

중의 하나인 협락네트워-3(PEER-Netzwerk)의 창시자이자 설립멤버다. uFz

는 26개국 53개의 파트너와 힙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신연방주에서 가장 최근에 설립된 프라우엔호퍼 연구소麥hG)의 명칭은 2oo4년 1

월 l일에 설럽된 /프라우엔호퍼 디지털 미디어 기술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는 일

메나우 공과대학 관련 학과와 지역 기업들과 협력/ 가전제품 기술과 미래 음성학

분야에서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음향통합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프라우엔호퍼 연구소는 음악녹음과 노래/ 악기 등의 멀

티미디어 내용의 자동인식과 분류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M F 3 자료와

컴퓨터게임 같은 미래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한 인프라와 사업모델 개발에도 중점

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성과 덕분에 프라우엔호퍼 디지릴 미디어

기술연구소는 응용 학문연구 부문에서 2oo4년 튀링엔 연구상을 받았다.

포츠담 인근 골름에는 프라우엔호퍼 연구소에 의해 현재 'sr. 잉그베르크 프라우

엔호퍼 생명공학기술 연구소의 임상 생명공학연구분소'가 신축 중에 있다. 본 분소

에는 2개의 연구팀이 자리잡게 된다. 본 연구팀은 아직은 베를린과 베르크흘즈긴1

흐브뤼케에 거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으나 조만간 골름에 신축되는 연구소에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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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연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팀은 질병 진단과계료, 생명공학과 제약분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분자생명공차 세포생명공학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생명공

학 연구분소는 이미 지역적인 연계를 잘 구축해 놓고 있다. 지역혁신(InnoRe諒o)

이니셔티브 차원의 就oHyTec과 생명공학 전문가 연합 식품영양소 유전자연구가

그 좋은 예이다. 이 두 단체는 모두 브란덴부르크에 있으며/ 지역의 기업들과도 긴

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중소기업들과 성공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연방주에서 프라우엔호퍼협회(FhG)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분야와 밀

접한 연구가 중점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레이저 기술 및 표면기술 연구를 담당하

는 드레스덴의 프라우엔호퍼 재료 및 방사선 기술연구소가 시설 및 시스템 제공자

들과의 긴밀한 협력 작업을 통해 문제 발생시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

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것이다.

튀링엔의 광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關料와 기업의 關料 이상이 예나

에 소재하고 있다. 예나 프라우엔호퍼 응용광학기술 및 정밀기계공학 연구소는 기

초연구와 실제 응용분야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격차를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드레스덴의 프라우엔호퍼 포토닉 마이크로시스템 연구소도 혁신적 발전을 보여

주는좋은 예다. 본 연구소는 마이크로 미러어레이和Ekromechanische Spiegelarrays)

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마이크로-광학-전자공학 시스템(MOEMS)을 개발하고 있다.

이 평면광션 조절기는 반도체 기술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 분

야에서도 널리 활용된다.

마스크 제조부문에서는 칩을 이용해 l3onm 상보형 금속 산화막 반도체 기술

(CM0&-Techno1ogie)로 마스크를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은 차세대 칩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다.

켐니츠의 프라우엔호퍼 공작기계 및 변형기술 연구소는 자동차 산업과. 기계제작

부문에 집중하고 있으며 프라우엔호퍼 연구소 중 가장 성공적인 곳 중 한 곳이다.

본 연구소는 변형기술에 대한 연쇄적 과정뿐만 아니라 시설과 기계 및 모형제작

등 변형기술 계통 기계 관련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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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자유도시 작센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의 종은

예로 기계제작 혁신 센터를 들 수 있는데/ 이곳에는 현재 3o여개의 기업과 연구수

협력 파트너들이 소속되어 있다. 본 센터에는 약 4/ooo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연

간 수익규모는 5억 유로에 이른다.

신연방주의 프라우엔호퍼 연구소는 유럽 과학단체와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E u 신규 가입국들과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형성

하기 위해 여러 연구소가 기존의 친분관계를 활용하고 있다.

신연방주에 헬름홀츠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최근에 실시한

평가에서는 지질/ 환경 연구 부문의 포츠담 지리연구센터와 라이프치히-할레 환경

연구센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건강연구 부문에서는 신경체계연구와 암 연구 부문의 프로그랩들이 우수하다는 평

가를 받았다. 본 건강연구 프로그램에는 베를린-부흐의 막스-델브적 센터가 참여하

고 있다. 에너지 부문 평가에시는 출합연구 프로그램 부문에서 그라이스발트의 벤

델슈타인 7-x 핵음합 원자로가 국제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핵에너지를 활용한 조선 및 항해기술연구센터(GKSS)인 게스트하흐트 주식

회사(Geesthacht Gn출晴의 델토브 부설연구소는 재생의학과 기능적인 재료 연구부

문에 중요한 기여를 하여 건강과 핵심기술 연구 분야의 평가자들로부터 뛰어난 업

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약 6oo여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포츠담 지리연구센터(GFz)는 현재 지리

학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센터로 명성을 얻고 있다. GFz의 지질연구위성

c H A M p 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후 미국항공우주국 N A s A는 같은 형태의 연구위성

2개를 독일 제조사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 위성은 초정밀기술을 이출, 지구중력장

을 측정한다.

중요한 미래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연구 분야는 지하 공간자원의 활용이다. G F z

는 지열을 경제적인 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응하고 이산화탄소(c略) 및 다른 온실가

스를 저장하는 지하저장시설 연구부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GFz는 헬름흘츠 공동체의 연구그룹과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을

하기로 했다. GFz는 지진재난 발생 시 전 세계에 파견되는 독일 지진 재난팀의

감독.운영을 맡고 있다. l992년 베를린-부흐에 막스-델브력 분자생물학 센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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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D Q가 설립된 후 베를린-부흐의 캠퍼스는 독일 유일의 임상실험 연구단지로 발

전하였다. M D c는 지역 병원과의 특별한 의학적 공조형태를 구축하였으며 의학

게놈연구의 중요거점으로서 국가 게놈연구 네트워크에도 참여하고 있다.

동독과 중동부 유럽의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책임감에 의거하여 설립된

라이프치히-할레 환경연구센터([.T꼭는 현재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과 파괴된

환경을 연구하는 독일의 혁신센터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이곳의 국제적인 연구그

룹들은 다양한 생명체와 경제적 환경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로 명성을 얻고 있다.

핵에너지를 활용한 조선 및 항해 연구센터(GKSS)인 게스트하흐트 주식회사

(Geesthacht Gmb린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텔토브연구소의 연구 영역을 건

강부문으로 확대했다. 또한 GIc3誇라 칼스루헤 연구센터가 제안한 재생의학 부문을

헬름흘츠 독일연구센터 단체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출 개발하려 하고 있다.

더 나아가 GK3s가 참여하는 병원과 경제파트너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다. 지역적 중요 파트너로서는 포츠담 대학교와 베를린-부흐 분자의학

연구센터를靈Q와 샤리떼(Charite)의대 벤자민 프랭클린 외과병원을 들 수 있다.

초이텐에 위치한 헬름홀츠 센터 醫EYs는 구동독의 과학아카데미 고에너지 연구

센터에 연원하고 있다. l25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본 연구센터는 강력한 지역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서깊은 연구소다. 지난 몇 년간의 재개발과 개조 및 신축공

사를 통해 현재 현대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소립자 물리학 연구 프로그램과 함부르

3 D E s Y 광양자 연구센터에 완벽하게 통합된 연구거점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초

이텐 醫EYs 연구소는 남극의 세계적인 중성자 망원경과 같은 세계 최초의 고에너

지 중성자 망원경을 설계 .개발 .운영하고 자료를 평가하는 헬름홀츠의 천체물리

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헬름홀츠 연구단체의 목표는 그라이프스발트의 막스-플랑크 플라스마 물리학 연

구소(卽p)와 가르칭에 있는 같은 이름의 부설 연구소와 함께 태양과 같은 수소 동

위원소의 읍합을 통해 헬륨 에너지를 얻어 발전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를 마련하

는 데 있다.

l995년 고트프리드 빌헬름 라이브니츠ofGL) 학술공동체와 협력, 설치하는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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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BLE)'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새로운 학문적 연구지원에 신

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신연방주에서는 36개의 연구센터가 연방과 주정부의 공동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2oo4년 총 3U9,300만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각 연구소들은 개별 연구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있다. 이들 연구소들은 라이브니츠 연구소 중심으로 다

른 연구소 및 대학들이 학문적인 연합체를 이루어 학제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의 예로 드레스덴 재료연구연합을 들 수 있다.

라이프니츠 연구소는 독일 국가 전체 및 사회 전체의 관심이라는 측면과 함께

산업분야에 필수적인 연구개발 잠재력을 화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관이다.

특히 구동독 지역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이프니츠

연구소의 연구영역은 순수과학연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수준의 연구능

력을 배양하는 센터로서 특히/ 신연방주의 경제성장과 이 지억을 지식집약적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소와 인근 여러 대학들

은 전문학자 양성의 중심지이자 혁신 창출의 핵심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

신연방주에 학문-기술 기반시설 확출사업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했다. 새

로 확충된 연구시설은 구연방주와 비교해 볼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뒤지지 않

는 수준이다.

군사기술연구계획 및 연방군의 기술계획

연방군은 자체 계획과 기술 관련 위탁사업을 통해 동독 지역 연구거점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l994년에 연방군 사회경제연구소(이하 SWInstBw)가 윈헨에서 슈트라스베르크로

이전됨으로서 연방군이 사회(공동체) 및 학문분야와 통합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이

마련되었다. 연방군 사획경제연구소는 연방군과 관련된 사회적 차원의 연구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분야에 대한 연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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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군 사회경제연구소는 /학문거점 베를인이라는 사업과 연계되어 있다. 이는

독일 및 국제적 학문지역 형성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신연방수의 군사사회학의 지

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학에서 군사관

련 사회학 분야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다.

군사학 연구청☞GFA)은 l994년 프라이부르크에서 포츠담으로 이전했다. 이전

된 이후 포츠담이 새로운 연구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윈이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 본청은 현재 포츠담과 브란인부르크 경제 및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거접은 정부에게 행운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동독 문제에 대한

기초연구/ 역사교육과 지역프로젝트 참여/ 지역 저널리름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홍보함으로써 포츠담 소재 연구소와 관청뿐만 아니라 지역매체와 주민들로부터 신

임을 얻을 수 있었다.

동베를린 지역에는 현재 연방군의 의료 활동 보장 및 환경보호를 위한 연구소를

건립 중이다. 이곳에서는 硝여명의 민간인과 군사관련 담당자들이 근무하게 된다.

본 연구소의 주요 임무는 연방군의 의료활동 보장과 환경보호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지식 및 특수 진단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 또한 군 작전중

발생하거나 환경 변화에 따른 세균감염 및 질병예인 진단 .치료법을 포함한 질병

학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다. 2oo3년 연방정부는 대학이나 기업과 같은 신

연방주의 민간시설에서 실시한 군사의학 관련 연구에 l7o만 유로를 지원했다.

3.3. 신연방주 연구인력 개발

본 장에서 설명하는 연구 인력의 개발은 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치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통계자료는 정규노동자를 기준으로 최신자료에 기초하고 있

다. 2ool년 추진된 베를린 지역 개혁 프로그램으로 인력개발과 관련 동서 베를린

간에는 더 이상 차이를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와

베를린을 제외한 구연방주의 상황을 비교하였다.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의 공공연구시설의 연구 인력은 l993년의 l만라o57명

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oo2년 2만52l명이 되었다.(보고서에 의하면 베를린의

경우 l998\I 8/592명이었던 연구 인력이 2oo2년에는 8,354명으로 를리 베를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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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찰하지 않은 구연방주에서 같은 기간 연구 인력은 줄어들었다. l993년 5만출94o

명이던 연구 인력은 2oo2년 5?b1/361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지역의 연구개발 인력집중도(주민 l천 명당 연구개발 인력 비출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oo2년 신연방주 연구인력 집중도는 l.2/ 구연방주는 o.8 수준이었다.

대학 기관의 연구 인력은 대학 외 연구 인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발전하고

있출을 알 수 있다. 대학의 연구인력 같은 경流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에서는

약간 감소했다. l995년 2만친6oo명이었던 것이 2ool년에는 2"13/200명으로 줄어들

었다. 베를린의 경우만 살펴보면/ 1995U 9,400명이었으차 2ool년f에는 7f理7명으

로 감소했다. 베를린을 제외한 구연방주의 연구 인력은 l野5년 7만및o72명에서

2關l년 7만출2o5명으로 증가했다. 그렇지만 2關l년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의 연

구개발 인력집중도는 l.4로 구연방주의 l.2보다 여전히 높았다.

경제부문에서의 상황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부문에서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의 연구 인력이 l993년 기준 3U1,998명에서 2oo2년 3만할34o명으로 약

l3.5% 증가했다. 이에 반해 구연방주에서는 같은 시기에 연구 인력이 불과 l.7%

증가하는데 그천다.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 연구 인력의 증가만으로는 신연방주의 경제상황이 나

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제부문에서 신연방주와 구연방주간의 격차가 아직 줄

어들지 않고 있는 바, 서베를린에 집중된 연구개발 활동에 비해 신연방주 연구개

발 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연구부문에서 동서독이 석전히 연구 잠재력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연구 활동과 경

제중심이 아닌 학문 위주의 연구r 기업수의 절대적인 부족 및 기업자체의 연구소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연방주에는 연구중심적인 대기업이 부족하다. 산업인력 구조면에서도 동서독

간에는 많은 차이가 난다. 구연방주에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9%의 연구 인력만이

중소기업(직원 수 25o명 미차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 반해/ 신연방주에서는 전체

7) 고등교육기관의 비교통계자료는 l995년 이후부터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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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인력의 절반이 넘는 53%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독의 대

기업(직원 2/ooo명 이차에서는 연구 인력의 7o%가 연구개발 분야에 근무하고 있

는 반면/ 신연방주에서는 撚%만이 대기업 연구개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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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통기반시설 투자

4.1. 교통기반시설의 질적 확충

l野l년에서 2oo3년까지 연방예산과 기초단체교통지원법(GVFG)에 의거하석 연방

철도, 연방도로, 연방수로 부문에 총 lU4/300만 유로가 지급되었으며/ 이 중 鱗誰

에 해당하는 5,7oo만 유로가 신연방주에 투입되었다.

그림 4: 연방예산의 교통기반시설 부문 투자지출 내역

단차 백만 유로

W

료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8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a 총액 B 신연방주 지원 총액

과거 수년간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액은 연간 l,loo만 유로 정도였다.

이 중 l/3이 신연방주에 할당되었다.

2ool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2000U1-2006년 연방 교통기반시설구

축 프로그램은 Eu구조조정기금 차원에서 신연방주를 제 l목표 지역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다. 조성되는 기금 총액은 32억 유로이며/ 이 중 l6U6,000만 유로

가 유럽지역발전기금(EFI때에서 지원된다. 이 자금은 주로 신연방주에 투입되며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들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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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베를린-프람크푸르트/오더(브란덴부르크)간 철도시설 확충

巨라이프치히(작.센)의 도심터널 신축

를할레y州센필즈의 할레 남쪽 철도연결구對작센-안할트) 확충

巨 파더보를켐니츠(독일중漆연결철꼭, 에어를르t 글라우샤는쉔붸른헨과 교차

점인 게라를링엔)지역의 철도구간 확충

를 드레스덴과 체코 국경사이의 연방고속도로 A l7 도로건설

巨 연방도로 'B6 노이(neu)' (작센-안할트) 구간 신설

巨 연방고속도로 A 7l 구간 신설(튀링겐)

巨 브란덴부르크와 연결을 위한 연방고속 및 연방도로 A 113, B % 신설

巨 슈트렐라준트 연결점 연방고속도로 A 2o에서부터 베르겐 리2차 슈트랄순트

교차로 제외) 뤼겐방향의 연결 연방도로 B 96n(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신설

를 엘베-하델-수로(작센-안할트) 구간 확충

鷺u-동유럽권 확장과 관련된 중요 도로 건설 프로젝트들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이미 완료되었때4.?장 참고)

주변국과 연결되는 연방고속도로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운행 중이며, 베를린-바

르샤바, 베를린-프라하 구간의 효출적인 철도망들도 현재 건설 중이거나 부분적으

로 완공되었다. 다른 철도망들은 현재 계획 중이다. 현재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이(유럽 인프라망 네트워크나 유럽지역발전기금)에 의해 지원

된다.

4.2. 신연방주 중점 교통계칙

2 o o 3 연방교통계획은 2001-2015년 기간 동안 소요재원 전체의 35%를 신연방주

우선 투입 요구 분야에 할애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전체 재정의 32%는

연방간선도로 신설과 확충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수와 국토면적

대비 신연방주에 대한 투자액은 구 연방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셈이다.

그동안 통일독일교통 프로그램(vD碑을 통해 동서독 지역 간에는 분단에 따른

교통인프라 격차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물론 아직도 상당부문 개선이 요

구되는 분야도 있기는 하다. 현재 시작단계의 후반기로 접어든 2oo3 연방도로교통

69



계획(B린rp)은 향후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동독재건 프로그램에서

도 변두리 지역의 개발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바,이는 간선 교통망들이

해당 지역과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그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신연방주 교통기

반시설은 막데부르크에서 슈베련까지 연방도로 A l4의 확流 켐니츠에서 라이프치

히까지 연방도로 A 72의 신설 등을 비롯, 기타 대규모 교통프로젝트의 추진을 통

해 완성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으로 동독지역의 교통 인프라는 l992년 연방도

로교통 계획 중 통일독일 교통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에 비해 3.3% 증

가했다. 이로써 동독지역의 재건과 관련 많은 투자가 교통 분야에 이루어지고 있

다는 신뢰감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동유럽권 확장은 2oo3 연방도로교통계획에 따른 교통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의해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동유럽권 확장과 관련 중요성이 부각된

8개 철도 프로젝트, l3개 연방도로 프로젝트, 3개의 연방수로 프로젝트 등 총 24개

의 프로젝트가 유럽연漆동유럽권 확장이라는 프로젝트라고 명명되었다.

연방정부의 교통기반시설은 계획 중인 여러 조치들을 통해 유럽연합의 동유럽권

확장과 관련된 교통분야 건설 요구들을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범주를 벗어나

는 일반 교통분야의 확대요구들은 수용이 불가능하다.

4.3. 통일독일 교통정책의 실현

l7개 통일독일교통 프로젝트를D鷺는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통합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 l7개 프로젝트는 철도 프로젝트 9개/ 연방도로 프로젝트 7개, 수로 프 로

젝트 l개 로 구성되어 있다. l99l년부터 2oo3년까지 전체 교통분야 투자액의 2o%

(연방철도y 연방간선도로, 연방수로와 기초단체 교통지원법 제외)가 통일독일 교통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되었다. 그 금액은 총 3/6oo만 유로에 달하며, 이 중 撚料에

해당되는 2,3oo만 유로가 2oo3년까지 지출되었다. l7개 프로젝트 중 일부는 이미

완공되었고 나머지는 공사 중이다.

연방철도

l99l년에서 2oo3년까지 새로운 연방철도 프로젝트를 통해 6개의 신규 구간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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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되었다.

를통일독일 교통프로젝트 제2번 함부르크-베를린 주對l차 건설단계)

巨통일독일 교통프로젝트 제3번 을첸.슈텐달 구간f칸쪽 선로만 전철화 완료)

를 통일독일 교통프로젝트 제4번 하노라씨를린 구간

巨 통일독일 교통프로젝트 제5번 헬름슈테트-막데부르크-베를린 구간

巨 통일독일 교통프로젝트 제6번 아이헨베르크-할레

巨 통일독일 교통프로젝트 제7번 베브라씨어푸르트

통일독일 교통프로젝트 9에서 라이프치히-리사 구간과 통일독일 교통프로젝트

제l번과의 연결지점은 이미 완공되었다. 통일독일 교통프로젝트 8.3 베를린-할레/

라이프치히 구간은 구간 안전속도 200km/h에 도달하기 위한 운항 및 안전기술 부

문을 제외하고는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다.

긴축 예산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 교통프로젝트 8.l과 8.2 구간의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규구간 외에도 존네베르조과 튀링엔 발

트를 잇는 구간의 공사는 연장된 건설시행령 만료이전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그체

베르스-라이프치히 구간과 라이프치히 공항-할레 구간은 2oo3년 6월 운행을 시작했

다.지금까지 통일독일 철도프로젝트에 l/l關만 유로가 넘는 금액이 투자되었다.

연방 간선도로

2關3년까지 통일독일 교통프로젝트 연방간선도로 부문에 l/o8o만 유로가 투자되

었다. 본 자금을 통해 2,000km의 고속도로 공사예정구간 중 1,440km가 완료 .개통

되었다. 이로서 전체 교통망의 72%가 완공되었다. 또한 3 2 o h 확장구간에서의 공

사가 진헹 중이다.

하노버 오스트 교차로에서 베르더 삼각지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A 2번은 브라

운슈바이크 구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설공사를 완료/ 6차선 도로가 개통되었다.

막데부르크-할레를 잇는 4차선 도로인 A l4도 공사가 완료되었다. 이 고속도로는

통일독일 교통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공사가 완료된 곳이다. 2oo3년부터 오스트제

고속도로의 신설 구간인 A 2o의 쉐네때르크에서 A s 트립제와 북쪽의 노이브란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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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를 A K 우커마르트 구간도 현재 운행 가능하다. 베를핀천른베르크 구간의 6

차선 확장도로인 A 9와 아이제나흐-궤를리츠 구간의 A 4번 고속도로도 공사가 완

성단계에 있다. 통일독일 교통프로젝트에 포함된 연방도로공사는 2oo5년까지 대부

분 완료될 것이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들은 2oo5년-2駱o년까지 5재년 계

획기간 중 완료될 예정이다.

연방수로

하노버-막데부르조-베를린을 잇는 통일독일 교통프로젝트 l7 연방수로 건설계획

에는 총 23o만 유로가 투입되며/ 이미 이 가운데 5o% 정도인 l25만 유로가 지원되

었다. 2關3년 lo월에는 본 프로젝트의 핵심구간인 막데부르크 수로교차로가 개통

되었다. 수로는 친환경적으로 2,000t 급 이하의 대형 르터선박들과 수상 컨테이너

2개를 갖춘 3,500t 이하의 수상운반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건설된다. 본 프로젝트

를 통해 베를린, 브란덴부르쿠 부스터마르를 막데부르크 등 수로에 인접한 내륙

도시의 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함부르크-막데부르크-베를린을 잇는 컨테이너 수송

여건도 개선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서독을 잇는 간선도로와 철도의 부담이 줄어

들게 될 것이다.

4.4. 교통기반시설 투자

신연방주의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중점 추진될 것이며/ 향후 기

존의 국가예산을 통한 지원뿐만 아니라 화물차량 통행세 등과 같은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통행세 징수를 위한 Toll-CoUect 연합과 협상을 거쳐 2oo4년 2월 29일 계약을 체

결함으로써 독일 화물차량 통행세 징수 프로젝트 실행 토대가 마련되었다. 화물차

량 통행세 징수프로그램은 2oo5년 및 2oo6년 l월 두 단계에 걸쳐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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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도시건축과 주택건설

5.1. 건설경기 안정화 과정

2oo3년 구동독지역의 실질적 건설규모는 435억 유로로 전년에 비해 2.9% 감소했

다.그러나 건설규모 감소율은 전년과 대비하여 현저하게 둔화된 편이다.

이처럼 건설 분야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구동독지역의 산업 구

조조정 때문이다. 이 지역은 l99o년대 건설경기와 주택건설에 있어 과도한 건설촉

진정책과 기업들의 판단착오로 빈 집이 수없이 생겨났고 건설규모 또한 지나치게

켰었다. 이런 점에서 구동독지역 건설에 있어 앞으로 중요한 점은 향후 건설규모

가 과도하게 감소되는 것을 막고 장기적인 수요를 됫받침하는 방향으로 건설 분야

가 발전하여 안정을 기하는 것이다.

건설업 분야 경기지표는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고용부문 -8.2%, 노동시간

피.7한 건설수주 -9.4% 등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거

와 업무용 부지에 대한 인허가 건수의 증가(주거용 +6.o린 업무용 +25.5%)를 통해

건설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장건물과 작업장 건

물에 대한 인허가는 95.5%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국민 l인당 건설 투자비을도 지표상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l995년 연방정부

는 분단 기간 동안 발생한 동서독간의 건설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건설

촉진책을 추진, 구동독지역의 국민 l인당 건설 투자율이 汚%로 구서독지역 수준을

상회했다. 그러나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투자

감소여파로 2003\I(1995년 가격 기준) 동독 지역 투자을은 서독 수준에 비해 겨우

8% 정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건설경기의 안정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장려책과 함께 광범

위하면서도 세분화된 지원책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 경기의 기본 여건(예를

들면/ 양도권 축소 건설업체의 우선 자격 획득절차 검토 민관협력 강차 계획 및

승인과정의 간소화 등)을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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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시건설 촉진과 동독지역 도시재건

2oo4년 구동독지역 도시건설을 위한 지원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된다. 다인 헤센

주의롤란드 코흐(Roland Koch) 주 총리와 노.르_트.라인 베스트찰렌의 슈타인브뤼크

(Steinbruck) 주총리가 제안한 긴축안이 예산 입법기관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도시

건설을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2oo4년 신연방주 도시건축 촉

진을 위해총 3억4,8關만 유로의 건설 재정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독일 전역에

는 5U2,900만 유로가 지원되었음) 이 지원금은 긴축재정에 따라 전년 대비 9 . 4 4 %

가 줄어든 것이다.

본 보고서 작성 시기는 연방프로그램 계획이 한창 추진되던 2oo4년이기 때문에

본문에 미래형으로 서술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머지않아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

그림 5:1990년과 2oo4년 사이의 도시 건축 촉진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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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지역 도시재건 프로그램

연방정부는 구동지역의 주택경기와 도시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독지역 도

시재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l998년 당시 구동독 지역에는 약 백만 여 개의 주

택이 비어 있었다. l99o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던 공동화 주택 비율은 2ooo년대

에 들어서면서 점차 둔화되어 2oo2년 lo7만7 oo燎)채를 기록했다. 2oo3년 6l개 주택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차 이와 같은 공동화 주택의 상승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화된 주택이 늘어난 것은 주민 수는 감소한 반면/ 주

택 신축은 늘어났으며/ 주민들의 타 지역 혹은 시 외곽으로의 이사가 증가했기 때

문이다.

동독지역 도시재건 프로그램의 목표는 주거공간에 대한 공급 과잉을 줄이는 한

편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것이다. 지자체나 주택 건설업자들은 기존 건물의 가치

를 높이기 위해 보수를 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공동화된 주택 혹은 장기

간 사용하지 않은 주거건물을 재건축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8년 동안 약 총

l0U2/000만 유로 상당의 지원금을 마련하였다.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각 주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2002'd~2009년까지 도시 재건축을 위해 25억

유로의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독지역 도시재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도시건설에 대한 총체적인 개발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시개발안에는 도시건축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함

께 도시건축에 대한 기본적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 및 건물을 해체하는 전략이 갖추어져야 한다. 연방정부는 이와

같은 구상안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2oo2년 동독지역 도시재건안을 공모한 바

있다. 여기에는 2關개 이상의 지자체가 지원했으며/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약 긴6oo

억 유로를 지원했다.

본 프로그램의 시행 첫 해인 2關2년에는 l97개 기초단체가 지원을 받았으며

2關3년에는 총 256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4l8개 사업을 지원했다.(이 중

25i건은 건물해체 관련/ io8건은 보수를 통한 기존 시설물의 가치상글 a 위한 것

이었으며, 59건은 두 경우 모두 해당되는 사업이었음.) 도시재건 프로그램은 도시

8) 연방정부 통계청의 l% 표본조사, 2oo2년 분기별 추가 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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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건물

해체와 함께 건물 보수를 통해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여기

에는 주택의 현대화?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등이 속한다. 2oo3년 연방

지원금 중 @ % 가 건물 해체에/ 건물 보수를 통해 가치를 높이는 데 撚努가 투입되

었다. 주정부와 지자제의 재정 지원금을 포함할 경우에는 전체 지원금의 총 54%가

도시 가치 상승을 위해 쓰여졌다.(이 중 도시가치상승 프로그램에 지원된 금액은

연방정부, 주정를 지자체가 각각 33.3%씩 부담했으며, 건물 해체 프로그램에는 연

방정부와 주정부가 弱料씩 부담했다.)

각 주정부 집계에 의하면 2oo4년 4월 3o일까지 2만라7點채의 개별단위 주거건물

이 동독지역 도시재건 프로그램을 통해/ l만출2l5채가 주정부 자체 프로그램에 의

해 해체되었다. 이로써 해체된 주택은 총 4만출ooo여 채 이상이 되며/ 가옥수로 따

지면 총 9만를ooo여 채가 된다. 본 도시건축 프로그램을 통해 8년 동안 35만여 채

의 주택을 해체 재건축하려는 정부의 목표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본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연방정부가 2oo3년 도시건설

촉진을 위한 행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초기 프로그램의 시행을 어렵게 했던 장애

요인들을 제거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건물 해체를 위해 재정의 弱料 이상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각 주정부에 권한을 부여하고, 건물에 대한 기존의 부채를 동독지역

도시재건 프로그램과 잘 연계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연방정부는 2oo3년 ll월 구동독지역 도시재건 2년이라는 주제로 첫 성과보고 대

회를 개최했다. 본 대회에서는 도시건설의 모든 주체가 참석/ 도시재건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도 2oo3년 lo월과 2oo4년 l월 순항하고 있는 동독지역 도시

재건이라는 주제로 두 번의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 공동화된 주택의 경제적 문제점

들에 대한 현장 경험을 제시/ 이를 통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동독지역 재건 프로그램 공모전을 통해 촉발된 도시 재건의 경험을 교환하고 S .

시재건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oo4년 l월 동독지역 도시재건 연방이

행부서9)가 신설되었다. 본부서의 핵심 업무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컴퓨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9) 프로그램과 연방 재정이전 담당부서에 관한 최신 정보는 홈페이지 www.stadtumbau-ost.info에

서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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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지역 도시재건과 기념물 보호

도시건축 프로그램은 개별 프로그램으로서의 차별화를 유지하면서도 상호 보완

성을 이루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통합된 도시개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撚개

사업을 지원한 2oo3년 동독지역 도시건축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취지하에 추진되

었다. 2x개의 도시 가운데 37개 도시는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 차원에서/ l弱개

도시는 도시건축물 재개발 및 개발 프로그램, 69개 도시는 기념물 보호 프로그램

차원에서 지원을 받았다.

동독지역 도시재건 프로그램이 다른 도시개발 프로그램과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

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도시 기념물을 대상으로 사례조사lo)를 한

바 있다.

표 l6: 2關3년 동독지역 도시재건 프로그램 대상도시

동독지역 도시재건 프료그람. 256개 도시

도시 기념건축물 보효대상 i54개 도시

동득지역 도시재건과 기넘건축물 보효대상 69개 도시

본 조사에서는 동독지역의 도시재건 프로그램이 도시기념건축물 보호와 역사 유

적지 보존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결른을 얻었다.

동독지역 도시재건 프로그램과 기념건축물 보호 프로그램에 동시에 포함된 도시

는 보수 공사를 통해 기존 건물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역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물른/ 도시건축 지원금이 건물 해체에 크게 활응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보수공사를 통해 건물가치를 상승시키는데 더 중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io) 본 조사는 2oo3년 가을에서 이듬해 봄까지 연방교통 .주택건설성의 위탁을 받아 지역개발 및

공간구조 연구소에 의해 실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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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l7: 건물해체와 보수를 통한 건물의 가치상숭

건물해체와 보수를 통한 건물가치상숭(2體3년 시행 기준, 鱗)

프로그램에 포함된 도시 대상물 해체 건물가치상승

동독지역 도시재건

도시재건과 기넘건축물 보호

동독지역 도시재건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념건축물

보호 프로그램에 포함된 도시 가운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고건물을 철거하는 것

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념건축물 보호 프로그램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도시 유적관리라는 목적과 동독지역 도시재건 프로그램이 내세우는 도심의

강화와 증심가 옛 건물 보존이라는 목적이 서로 상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념건축물 보호 프로그램에 포함된 도시들은 특히 외곽지역의 건물해체를 촉진

하고 있다. 도시재건과 기념건축물 보호라는 두 프로그랩의 지원을 받고 있는 5 L

시의 25%(17개 도시)가 도시 중심가 건물 해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어느 도시나

할 것 없이 평균 33개 찰은 단위주택이 해체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해 두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는 서로 상충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 보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 동독지역에서는 zz

시건축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중심가에 위치한 역사적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처리를 더욱

세심하게 감시할 것이다.

사회복지도시

독일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의 목표는 적극적이고 통합된

도시개발 정책을 통해 도시 지역 거주자들의 생활수준을 충분하게 개선하는 것이

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독일 전역에 7,2切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에는 이 중 l/47o만 유로가 지급된다. 2o撚년에는 신연방

주의 54개 기초단체에서 진행 중인 7l개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이 지원을 받게 된

다. 재정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을 다

른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개발 및 기회제공(E&Q 프로그램은 좋은 사례다. 이 프로그램과 함께 2 o 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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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도 사회복지도시 대상 프로그램에 포함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 조

치를 취하고 있다.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은 2oo3년에 시행 .종결될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의 위

임을 받았던 독일도시학 연구소(Difu)는 같은 해 6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본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을 받았던 지역에서 사회복지도시 형성을 위한 긍정적 분위

기가 창출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2oo3년 l2월 연방정부는 사회복지도시라는 이를

의 실무부서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와 관심자간 정보와 경험이 독일 전역에

걸쳐 교환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인터넷 포럼인 www.sozialestadt.de을

운영 .활성화함으로써 본 사이트가 독일 전역을 사회복지도시로 네트워크화하는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건축법으로서의 도시재건 및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

도시재건과 사회복지도시 형성은 도시건축 관련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중대한

과제다. 연방정부는 이 두 가지 새로운 과제의 실천을 위해 관련 내용을 독일 건

축법(BauGB)에 명시하였다. 2o撚년 6월 24일 독일 건축법이 Eu지침서(유럽 건축

적응법-EAG Bau)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건축법(특히 도시 건축법) 제 2장에 도시

재건(BauGB 1料조 a-d항)과 사회복지도시(l料조 e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도시재건 규정에서는 도시건축의 개념과 실제 추진에서의 일관성을 핵심적 내용

으로 다루고 있다. 도시건축은 이에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

발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도시재건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상호 협력관계가 성립되

어야 한다. 사회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가능성

을 정착시키고/ 도시건축 촉진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지원금을 기타 비투자성 zz

로그램에 대한 지원금과 조화를 이루어 투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도시건축 지원의 미래

도시건축 촉진 프로그램과 동독지역 도시재건 프로그램이 성장거점 지역에 국한

하여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건축 촉진 프로그램의 중요한 과제는 산업구조변

화와 주민 감소에 민감하게 직면해 있는 기초단체들과 도시를 지원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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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독지역 도시재건 프로그램들은 변화의 어려움을 극븍하를 더욱 강하고 해력적

인 적응과정을 거치는 도시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독 지역의 주정부들은 연방정부로부터 도시건축 촉진을 위한 높은 비율

의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는 추가적인 지원방편을 세워 이

를 실천에 崙기는 목표를 세우교 2o撚년 구연방주 도시재건을 위해 추가로 4/ooo

만 유로의 보조금을 마련하였다. l6개 주 건설부장관들은 2oo3년 l2월 도시건축

지원금을 2oo5년부터 3년에 걸쳐 동서독 지역이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렇게 될 경를 2oo7년까지 출 88o만 유로가 등독지

역 도시건축 지원금으로부터 서독지역 도시건축 지원금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와 관련 연방하원은 연방정부에 2o撚년 l2월 3l일까지 도시 건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특히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의 지원금에 대한 수요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5.3. 구 부채 청산규정

2ooo년 8월 28일에 마련된를GBI(연방법률관보). I S.13(M) 부채규정 수정안은 주

택공동화 위기에 직면해 있는 주택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구제규정(AHG 6a)

으로시 집행권을 갖고 있다. 2ooo년 l2월 l5'U(BGBI I S. 17料)에 제정되어 이듬해

l월 l일부씨 법적 효력이 발생한 주택철거 지원규정은 주택경기와 주택시장의 안

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공동화의 비을이 전체 주택의 l5%를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받교 있는 주택 건설업체들은 철거되는 주거 공간 l평방미터당 최고

77 유로의 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택철거는 기업의 주택철거 개넘

에 입각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전채적으로 도시천축이라는 측면에 부합하여 이루

어져야 한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2ool년-2龍o년 기간 동안 총 약 9U3,000만 유

로를 지원할 예정이며 2oo5년도 예산안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 2억 유로 지원금을

책정했다.

5.4, 건설투자 지원 연장

신연방주의 임대주택 현대화와 수리 .보수는 l999년 제정된 건설투자지원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1999\U~2(XM년 까지 평방미터당 6l4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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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 전체 비용의 l5% 지원) l999년-2o龍년 동안에는 재개발 지역/ 보존지

역/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짓거나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

는 경우 주기면적 l평방미터당 최고 2,o45 유로까지 지원을 받았다. 2關l년까지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는 연간 그리고 신청건수 천주택단

위가 아님) 2/536 유로를 인정하였다.

동독지역 도시재건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 l999년에 제정된 투자지원법이 2oo2

년 l월 l일 수정되었다. 수정안에 따르면 l949년 이전에 지어진 구 건축물의 임대

주택을 현대화하거나, l梨9\I~1959년에 재개발지역/ 보존지역/ 억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에 만들어진 기념 건축물을 현대화할 경우/ 추가지원이 받을 수 있다.(지

원을 設% 주거 면적 l 평방미터당 l/2oo 유로/ 지원 대상이 아닌 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는 l 평방미터당 諦 유로) 상기 건물과 지역을 제외한 치역의 지원은 종전

과 같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건축물의 경우에도 2關2년 l월 l일부터는 지원 대상

이 아닌 자가 부담 건물분에 대해서는 평방미터당 5o 유로를 지원하는 안이 도입

되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현대화 지원은 2ool년 말 중단되었다. 사유재산으로

서의 주택의 유지/ 보수와 시설상태가 양호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은 조치에 따라 주택투자 지원금은 도시재건과 관련/ 필요한 부문에 집중 투입된

다. l999년 제정된 투자지원법에 의한 영업 및 주택시설 지원은 2oo4년 연말까지

한시적이다.

영업 목적의 주택에 대한 투자지원을 2oo6년까지 연장하자는 유럽연합 차원의

합의에 따라 지원 연장결정은 이미 조기에 내려졌다. 반면/ 주택 현대화를 위한 투

자지원의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연방 교통 .주택건설성(BMVBW)과

재무성(B削라은 공동으로 임대주택 현대화 지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의뢰하여

이를 투자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삼았다. 2oo4년 6월 초 제출된 보고

서는 투자 지원의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취해야 할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는 이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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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틀. 신연방주 주택 건설업체들의 기업 합병 시 토지 취득세 면제

2o撚년 l될 l일부터 2oo6년 6월 3o일까지 신연방주의 주택 건설업체나 주택건설

조합이 합병을 할 경우 토지 취득세가 면제된다.(BT-Drs. 15/1切리 이조치는 동독

지역의 도시 재건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동화된 주택 증가로 인해 어려움

을 겪교 있는 주택 건설업체들의 도산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상원은 이에 대한 법률안 제정에 이미 동의했으터/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고시절차

가 진행 중이다.

5.6. 사용해약

2oo4년 5월 l일부로 신연방주에서 통용되던 사용해약 금지조항이 해제됨에 따라

이제 독일에서는 탄일 임대차법이 적용되고 있다. 단일 임대차법의 도입은 구통독

지역의 주택시장이 변화했으며/ 독일통일 할시 적용되었던 사용해약 금지조항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해약을 당

한 세입자들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임대차법에 따라 포괄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5.7, 주택시설 현대화

재건은행(諸N/)은 주택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저금리의 신용대출 상품을 다양

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재건은행은 2oo3년 4월 22일 주택시설 현대화 프로그램

을 추진했다. 본 프로그램은 2oo3년 3월 l4일 경기지원을 위한 연방출리의 제의로

시작되었다. 본 신용대출 상품은 독일 내 주택과 자가 혹은 임대 주거공간의 현대

화와 수리 .보수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신연방주에시는 도시재건을 촉진

하기 위해 오랫동안 비어있는 주텍의 재건축을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도시 중심

을 현대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프로그랩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주택 현

대화와 관련, 29만출ooo 가구를 대상으로 8인출ooo건 이상의 신용대출이 이루어졌

으며/ 대출 규모는 약 간억 유로에 이른다.

2ool년 l월 23일 독일 전역에 일산화탄소 배출건물 개선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연방정부는 2oo5년 말까지 이 프로그램을 위해 약 lo억 유로의 예산을 지원할 것

이다. 본 프료그램은 건축업자들이 일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힘쓸 경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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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재정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재건은행은 약 35만 가구의

난방시설 현대차 단열/ 창문개조를 위해 약 5o억 유로 규모의 저금리 대출금을 지

원한다.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2o撚년 7월 3l일까지 주택 현대화를 위해 l6만및ooo

호에 약 6만 건의 신용대출이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는 32억 유로를 싱리했다.

2oo3년 5될 6일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를 개선 후 건물은 에너지 절감규정 수준에 도달해야 切 또는 가스보일러와 기

름보일러를 태양열 시설과 함께 설치할 경流 부분적으로 부채를 상환해 주는 신

웅대출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를 기를 석탄난로와 충전식 석탄난로를 충

전식 전기난로를 태양에너지 시설로 교체할 경우 신용대출 신청이 가능을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에너지 절약飾연정합의에서 발한 에너지가 적게 소모되는 주택

포部 신축 건물에 대한 대출 지원도 하고 있다.

l9%년 연방정부가 부담하던 5U1/000만 유로 상당의 신용대출금이 소진된 후

재건은행의 일산화탄소 감소 프로그램은 자체 재정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재

건은행은 주택의 단열과 난방교체를 위한 개별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2ooo

년 를 재건은행의 주거공간 현대화 프로그램 麗가 만료된 후부터 신연방주를 대

상으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졌다. 2oo3년 말까지 본 프로그램을 통한 신용대출금의

약 l4%가 신연방주에 거주하는 대출자에게 지급되었다. 본 프로그램 시행이후

2oo3년 l2월 3l일까지 일산화탄소 감소 조치를 위해 약 62만 주택에 69억 유로 이

상의 신용대출이 이루어졌다.

5.8. 재건은행 기반시설확충 프로그램

연방정부와 재건은행은 2oo3년 3월 재건은행 기반시설 특별기금인 성장촉진(65

억 유로상당의 대출규모)이라는 명칭의 기금을 출범시켰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내수를 강화하고 기초단체의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데 있다.

재건은행-기반시설 특별 프로그램인 성장촉진 기금을 통해 지자체의 인프라 확

충에 장기저리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행정전출예를 들어 전자정부와 지자체의 교통기반시설/ 학교, 유치원/ 병원 등과

같은 사회복지 인프라에까지 다양하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프로그램 시

행 첫 3년 동안 투자자는 저금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장기 저리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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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투자가들에게 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을 가능케 한다.

연방정부는 지역 경제구조개선이라는 과제의 추진 대상지역 지원을 위해 성장촉

진 특별기금의 범위 내에서 2o억 유로의 특별 저금리 지원금을 할당해 놓고 있다.

2o撚년 8월까지의 지원 총액은 약 撚억 유로 정도이며/ 이로써 투자규모 총 2關억

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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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시장 정책

6.1. 고용 및 실업률 변동추이

경제성장이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2oo3년 신연방주 사회보험 의무가입 노동자수

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oo3년 6월 현재 노동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l6만출ooo명

(전체 3.l%)이 감소한 522만 명에 머물렸다. 이 중 남성 노동자수는 263만 명으로

3.3識 여성 노동자수는 3% 감소한 2關만 명이었다.

2oo3년 연평균 실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만긴ooo명 증가한 l 6 만 명이었다.

2oo2년 신연방주 전 민간분야 근로자 실업률이 l7.7%에 그쳤던 데 반해/ 2oo3년에

는 l8.5%로 증가했다. 이로써 신연방주의 실업률은 구연방주(8.4%)의 두 배 수준을

유지했다.

신연방주 남성 근로자 실업률은 2002U. 17.5%에서 2003\U 18.6%로 증가했다. 동

시에 여성 근로자 실업률도 l7.9%에서 l8.6% 증가했다. 통일 후 최초로 민간부문

에서 남녀 근로자가 동일한 실업률을 보였다. 2oo3년 이전까지는 여성 근로자의

실업률이 남성 근로자보다 높았다.

통일 후 남녀 근로자 실업률이 동등해진 것은 무엇보다도 건설업계와 건설관련

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조조정의 결과 발생한 수많은

실업자를 제조업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법상의

제도적 장치 마련 대상인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이다.

6.2. 노동시장 개혁

연방정부는 노동시장 서비스의 현대화 추진위원회(일명 하르츠(Hartz) 위원회)의

건의와 2oo3년 신규 제정된 노동시장 서비스 현대화 법를에 근거해 노동시장 개혁

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갔다. 노동시장 서비스 현대화에 관한 제3차, 제4차 법률

안이 2oo3년 말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을 통과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폭넓은 개혁이

독일의 미래계획 프로그램의 핵심인 '2olo 의제'로서 실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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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된 셈이다. 연방정부는 여러 단계의 입법과정을 통해 노동시장에 새로운 질서

를 가져다 줄 마지막 바탕을 완성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이끄는 개념은 능동적 복

지국가의 창출이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노동시장

의 개혁은 /지원과 요청'이라는 원칙하에 국가가 보장하고 국민 스스로 주도하는

사회복지제도상의 새로운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다.

본 개혁안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음은 주요 경제연구소의 2oo4

년 l/4분기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저명한 학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노동시장

개혁은 전반적으로 출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동시에 현 노동

시장개혁안은 직업중개의 효출성과 구직활동의 적극성을 제고시키며, 실업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결른짓고 있다. 독일정부는 자체 개혁능력을 객

관적으로 증명한 셈이다.

새로운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 서비스 현대화 관련 제l차-4차 법률과 노동시

장개혁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l차, 2차 노동시장 서비스 현대화 관련 법안은 새로운 취업 가능성을 열어가

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연방정부는 스스로 발의 .입법한 노동시장 관련 해고방지법과 단축근로법 및 한

시적 근로법을 개정했다. 이는 특히 소규모 기업 및 창업기업의 신규고용을 촉진

하기 위함이었다. 이로써 기존의 해고방지법의 적용기준이 달라진 것이다. lo명 또

는 그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있어 해고방지법은 2o理년 l월 이후 고용

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5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 내 기존 근로자

에게는 해고방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같은 해고방지법의 적용범위 변화는

특히 전문기술 수공업이나 소규모 기업으로 하여금 개별 영업상황에 맞춰 신속하

게 인력 고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구직자에게도 보다 나은 취업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축근로 및 한시적 근로법 개정은 창업기업의 임시직 고용을 웅이하게 하는 내

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신규기업은 창업 후 처음 4년 동안 계약

직으로 고용된 근무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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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수 있다. 이는 신규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법안으로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는

신규기업이 초기 사업기반 확립 과정에서 이윤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필요인

력을 유동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독일/ 특히

신연방주 지역의 창업자들은 창업 후 비교적 장기간 유리한 사업조건하에서 기업

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 노동시장개혁법은 최대 실업수당 수혜기간을 설정했다. 이의 목적은 지금

까지 실업보험료 남입자의 부담으로 조기정년 퇴직자의 급여를 지급했던 것을 차

출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그리고 현재 약 關세인 평

균퇴직연령을 늘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시장 서비스 현대화에 관한 제3차 법안은 기존의 연방노동청(Bundesar리피t

fur Arbeit)을 연방노동중개소(Bundesa避간ur fur Arbeit)로 변화시키는 법적 근거

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조직 내 구조적 변화 및 연방노동중개소의 운

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연방차원에서 고객지

향적 서비스 제공과 현대적 운영조직을 갖춘 노동증개소를 설립/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법안은 근무법/ 실업보험/ 노동시장 정책안을 간소화함으로써 새로 설립

되는 연방노동중개소 직원으로 하여금 직업알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시에 관련규정을 대폭 축소합으로써 기존 연방노동청의 관료주의 오명을 및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연방노동중개소를 찾는 고객에게도 간소화된 시스템

으 로 보다 높은 업무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시장 서비스의 현데화 제4차 법안은 노동가능 실업자에게 무기한 지급되던

실업수당과 실업부조를 구직기간 동안만 생계비를 지급하는 실업수당麗 제도에 통

합시켰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은 실엽수당이나 실업부조를 받는 실업자로 하여금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법안이 제

정됨으로써 기존 실업수당과 실업부조의 병행운영으로 야기되었던 비효을성은 사

라지는 셈이다. 또한 구직자를 위한 통합적 생계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노동

시장 정책의 바탕을 마련하게 되었다. 신제도의 핵심은 '도와주며 요구하가 원칙

에 따른 신출 적출 정확한 직업알선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운응하는데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요소는 현장조사이다. 현장조사란 구직자 개개인의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 자신의 능동적 협력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제도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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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발생했을 때 각 상황에 맞추어 실업자에게 충분한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실업자와 그의 동거가족은 인간존엄성에 합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

을 제공받고 사회문화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게 된다.

이러한 실업자 지원업무는 연방노동중개소와 지방자치체가 나누어 맡고 있다.

지자체가 맡고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를 주거와 난방

巨 탁아 서비스

巨 부채청산 및 마약중독 상담

를 심리적 보호

巨 정규수당으로 충당되지 않는 일회성 지출금 부담

연방노동중개소는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자체 업무 외에 구직자 생계보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巨 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노력 지원(상출 중개/ 노동시장 활성漆 고웅창출

지원/ 직업교육 및 재교육 지원)

巨생계비보장(실업수당 II/ 사회보장비) 및사회보험비 부담

본 법안에 따라 최대 69재의 지자체가 '지자체 구직촉진 선택 조항에 따라 구직

자의 생계보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항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연방노동중개

소와 지자체는 실업해소안 실행에 있어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양측은

각각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는 가운데 협력함으로써 중개소는 보다 효과적 업무z

각 지자체는 지방의 고용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궁극적으로

실업자 자신에게 보다 나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개혁이 이루어지면 지자체는 실업수당제와 실업부조제의 통합운영

으로 연간 25억 유로에 달하는 순예산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효과가

각 지역에 고르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 매년 지급되는 특

별수요 연방교부금을 2oo9년까지 lo억 유로 규모로 상향 책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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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연방주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제외하더라도 약 8U5/000만 유로의 여유분

이남는다. 이러한 여유분을 구조적 실업으로 발생하는 안게되는부담(실업부조급

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誇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2oo4년 7월 l2일 연방총리와 신연방 주정부 총리들과의 회동에서 장기실업자에

대한 구직지원금을 실업률 l5% 이상의 지역에 우선 지급할 것에 합의했다. 2oo5년

에는 구직자 기초보장 지원비 총액의 發%가 신연방주에 지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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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직업교육기회의 개선/ 청년실업률 억제

청소년은 좋은 직업교육기회와 직장이 제공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

음껏 펼쳐 보일 수 있고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청소년 직업교육기회 확장과 청소년 실업률 퇴치문제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7 .1. 충분한 직업교육 일자리 수 확보

독일의 직업교육은 전통적으로 교-는실습의 이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l6-2o세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교육은 대부분 이와 같은 이원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구연방주뿐 아니라 신연방주 지역에도 청소년에게 직업교육 프 z L그

램을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특히/ 5o인 이하의 근로자

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와 같은 문제에 당면해 있는 데/ 이는 지난 몇 년

간 중소기업의 파산이 대기업에 비해 평균이상으로 높았던 때문이기도 하다. 신연

방주의 경우 제조업 분야가 서비스업 분야와 함께 기업의 직업교육의 주요 제공자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는 현재까지 긍정적인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

는 건차 복지, 연구개발 분야와 함께 기업이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추세가 유지되어야만 신연방주 건설업 분야의 침체를 만회

할 수 있을 것이다.

연방정부는 각각의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

고 이원f 직업교육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원제 직업교육이야말로 청소년

들이 졸업 후 실제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수준 높은 직업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독일 경제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고그

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원제 직업교육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서는 직업교육의 추진구조를 조정하고 현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

방정부는 지난 회기에 시작된 직업핀출 계속교육의 현대화와 신축적 개혁을 강력

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직업교육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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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2oo4 직업교육의 대안을 통해 직업교육제도 구조조정을 위한 일련

의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방안의 최우선 목표는 이원적 직업교

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확보함으로써 직업교육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있다.

2oo3년 l2월 말까지 연방노동중개소가 기초단체 노동중개기관과 함께 추진한 직

업교육 중개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청소년의 수를 구연방주

의 경우 47.5% (a 11/695명/ 신연방주 및 베를린에서는 撚誰인 4/578명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특히, 신연방주의 경를 직업교출

능력제고/ 취업알선을 통한 청소년 실업퇴치 긴급 프로그램 및 실업청소년 직업교

육 및 취업 특별프로그램(Jump Plus)/ 그리고 연방 및 주정부 공동으로 추진한 신

연방주 직업교육 화대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2oo4년 만 하더라도 關만 명의 청소년들이 이원제 직업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연방노동중개소의 통계에 따르면 2oo4년 4월 말 현재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기업 내 교육훈련 자리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오히려 약 2만록ooo개나 감소했

다. 이러한 겯과는 지난해의 성공과는 별도로 올해도 직업교육 희망 청소년 모두

에 대한 적절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의 알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뒤

따라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정流 기업/ 노조는 2oo3년 제2차 직업교육 정상회담에서 직업교육 일자리

개선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또한 장관급으로 이루어진 회

담 분과위원회에는 독일 유수 기업/ 노조의 간부급 인사, 각 연방주의 문차 경제

부 장관들이 함께 참여/ 지속적인 직업교육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고? 직업교육과

계속교육의 구조적인 발전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아래에 제시하는 분야에 취하도

록 했다. 그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다.

巨 직업교육에 있어 지역적 균등차 직업교육회의의 정례화

巨 직업교육준비 조치와 관련 범분야적 통합 개념 개람 직업교육 인증제 개선

巨 직업교육 분야별 상호 교류

巨 2oo4 직업교육 대안을 위한 전략

巨 직업교육 통계 자료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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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2oo4 직업교육의 대안을 통해 직업교육제도 구조조정을 위한 일련

의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본 방안의 최우선 목표는 이원적 직업교

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확보함으로써 직업교육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있다.

이 방안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프로그램 및 실행과정간의 연계효과를 제고하기 위

해 이들 프로그램은 통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렇게 통합 운영될 프로그램으로는 외국기업의 직업교육 제공률 제고를 위한

카우자(KA暇5A) 프로그램ll)/ 신연방주 지역의 직업교육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동

독 레기오콤燎egiokom) 프로그램/ 신연방주 지역 회사 내.외 직업교육의 추가적

양성을 위한 동독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프로그램/ 기업의 청소년 지원, 사후 고용

을 장려하는 산학 파트너쉽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지난 2oo3년 4/4분기에 시작된

스타레기오(STARe諒o) 프로그램l2)(구연방주 내 직업교육단체/ 네트워료, 외부교육

담당기관을 지원하는 제도)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일체를 관장하는 책임은 K A u s A

프로그램이 맡고 있다. 각 프로그램 책임기관은 매년 프로그램 실행계획을 상호

교횐> 조정하며 그 실행에 있어서도 연방 및 주정부 양 차원에서 밀접한 협력관계

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 기관들은 법적으로는 서로 독립적 지위를 유지한다.

연방정부는 /지역능력활성화 교육프로그램'를egio-Kompetenz-Ausbildung)을 실

시하여 각 주정부 및 지자체/ 각 분야별로 기업의 직업교육 일자리 수 제고를 위

한 네트워크를 형성토록 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 분야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

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연방주에서는 수많은 산학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직업교육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 더 나아가 지역능력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실시과정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는 각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

을 주는 방안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경제발전 효과를 통해 직업교육 상황이 역

으로 개선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았다. 이러한 지역능력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은 그 추진과정에서 동독지역 직업교육 발굴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된다.

연방정부와 독일 경제계 최고위협회는 2oo4년 6월 l6일 게하르트 슈뢰더 연방충

11) KA US A - Koodinierungsstelle Ausbildung in auslandischen Untemehmen(외국기업 내 직업교육 중개

소)의 약자 카우자 프로그램의 목표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www.kausa.de&l- www.regiokom.de
혹은 여기에 링크된 사이트를 참고할 것

.

12) STARegio - Stn-ikturverbesserung der Ausbildung in den Regionen(각 지역 직업교육 구조개
선)의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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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참석한 가운데 베를린에서 독일 직업교육 및 전문가 후진양성을 위한 국가협

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 체결에는 연방정부 측에서 볼프강 클레멘트 경제노동성

장출 에델가르트 불만 교육연구성 장관이 서명했으며/ 경제계를 대표해서는 루드

비히 게오르크 브라운 독일상공회의 소친 디터 훈트 독일 사용자협회 대표 디터

필립 독일 수공업협회 중앙본부流 미하엘 로고브스키 독일연방 산업협회장이 서

명했다.

이 협약을 통해 정를 각 기업/ 기관은 각 지자체와의 밀접한 협력 하에 교육의

지와 능력을 갖춘 청소년 모두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다.

경제계 대표기업/ 기관장들은 올해와 향후 몇 년간 매년 신규 직업교육 프로그램

을 가동하여 3만 명을 새로이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한 올해와 향주 수년간

매년 2만를ooo명을 대상으로 직업 기초교육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는바, 이로써 직

업교육을 알선받기 어려됐던 청소년들도 본격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되었다. 이 협약은 3년간 계속된다.

연방정부는 이상과 같은 청소년 직업교육 기초훈련 특릴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업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노동중개

소는 직업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게 매달 최대 l92유로를 지원/ 해당 기

업의 청소년 사회복지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oo4년 lo월 l

일부터 시작하여 3년간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총 2U7,000만 유로가 책정 되

어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연방주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특히 우려되

는 구동독 지역의 직업교육 일자리 부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7.2. 청소년 실업극복을 위한 긴급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게 보다 큰 직업교육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l999년 직업교육

및 취업을 통한 청소년 실업극복 긴급프로그램(청소년 긴급프로그램 JuND)이 만

들어졌다.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연방정부는 유럽사회기금(Es坤으로부터의 지

원금을 포출 매년 약 lo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을 연방노동중개소에 책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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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긴급프로그램 간撚燎는 2oo3년 말 만료되었다. 본 프로그램 규정 제4조는

임시로 사외 직업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사내 직업교육 기회를 얻지 못할 경流 S .

육을 시작한 해당 기관은 이들을 책임지고 졸업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

가 2ool년 l2월 lo일 발효된 직업-악터旦(lob-AQ理\7)법률안이 제 3차 사회법 개정

안(SGBID)의 정규 정책방안으로 채택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교육 자체를

준비시키는 방안으로 지정된 직업교육 미준비(未準備) 청소년을 위한 작업과 기초

교육(AQD/ 직업고등학교 졸업증 취득 프로그램/ 직업 병행 지원제도의 세 가지 프

로그램에 2oo4년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사외 직업교육과 사

내 직업교육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사설 직업교육기관에 직업교육 중개

프리미엄을 지불할 예정이며 수강생수가 미달될 경우 직업준비 교육프로그램을 위

한 교육비도 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l999년 약 6/3oo명가량 감소했던 신연방주 청소년 실업률은 잠시 상승세를 보이

다 2oo 년에는 전년대비 미미한 감소율을 나타識다. 2oo3년 신연방주 聾세 이하

청소년 실업인구는 평균 l8"b7/674명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신연방주 청소년 실

업률은 l998\a 17.4%에서 2OOSUd 16.1%로 감소했는 바, 동기간 기타 연령대 실업

률과 비교해 청소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oo3년 한해/ 청소년 긴급프로그램 내 현행 및 예정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된 재

정은 유럽사회기금(EsF)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9U2/500만 유로였다. 이 중 5억 유

로가 신연방주 지역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다. 이는 총재정의 製.l%로 2ool년 합의

목표인 5o% 재정분배율을 뚜렷이 웃도는 수치였다.

2oo3년 l월부터 l2월 말까지 이 프료그램 일환으로 직업교육을 받은 청소년 수

는 l7만친9oo명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oo3년 말 현재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총

89,300명에 달했다.

청소년 긴급프로그램 친撚할 제2조(기업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연방주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에 따라 2o駱년 제정.추진된 232개 프로젝트로 2만623명의 청소년이

직업교육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중 l만출833명은 구연방를 3/79o명은 신연방주 및

베를린 출신이었다. l999년 초부터 현재까지 l/2oo여 개의 프로젝트(구연방주 l/o33

명/신연諒주 및베를린 l79명)를 통해총8U7/000여 개의신규 직업교육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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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되었다. 이 중 7만출ooo여 개는 구연방주에서, 약 lU.4/000개는 신연방주 및 베

를린 지역에서 제공되었다.

2oo3년 l월 l일부터 같은 해 l2월 3l일까지 총 3/428명의 청소년이 청소년 긴급

프로그램 린泳4p 제4조에 따라 사외 직업교육을 받았다. 2oo3년 말 현재 프로그램

제4조에 따른 직업교육 참가자 수는 총 6/367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구 연방주

l,弧l명, 신연방주 4/456명)

그 이외에도 2oo3년 말 청소년 긴급프로그램에 다른 범주의 청소년들이 관련 프

로젝트에 참여했다.

표 l8: 청소년 지원현황

청소년 취업시 기업에 임금보조비 지원 청소년 35,080 명

직업교육 및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청소년 12,381 명

직업훈련 프로젝트 청소년 4,737 명

직업 재교육 지원 청소년 7,378 명

청소년 긴급프_로그램 제lla조에 따라 직장 및 직업교육장까지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가 4,xl명(이 중 4,ooo여명이 신연방주 출신)의 청소년에게 지급되었다.

7.3. 실업 청소년의 취업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연방정부 특별프로그램 - J u m p

p lu s

연방정부는 실업 청소년의 취업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연방정부 특별프로그램

aump 料us)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노동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계

획이다. 실업수당과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사회부조가 2oo5년 l월 l일자로

통합 .운영되면서 l5-25세 사이의 청소년은 의무적으로 직업교육 및 취업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이특별프로그램은 현행법(제2차 사회법 개정천 틀 내에서 이루어

지는 구직자 기초생계 보장을 위한 사전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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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실업수당이나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장기 실업청소년(25세 아차 및 실업위험

에 직면한 청소년(25세 이하) lo만 명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직업교출 취업알선을 위한 새로운 인력고용 역시 별도 재정지원 된다.

2oo4년 6월 l일자로 발효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2o撚년 6월 3o일까지 6만料l명의

청소년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 중 2만친747명이 신연방주 출신이었다. 이 특별프로

그램은 2o撚년 l2월 3l일 만료될 예정이며/ 2oo5년 l월 l일부터는 개정된 사회법

(구직자 기초보장책)이 적용.운영된다.

7.4. 동독 지역 직업교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방 - 주 연합 프로그램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동독 공등 이니셔리브f의 일환으로 l9%년 이래 신연방주

지역을 위한 일련의 직업교윽 특별프로그램을 공동실시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매년 신연방주의 직업교육 변화 추이에 맞추어 이 프로그램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비웅을 절반색 부담하고 있다. 각 주정부는 노동시

장 및 직업교육 현황을 면밀히 알아보고 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동독 공동 이니셔티로를 포함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l999년

부터 2oo3년까지 5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했으며, 2oo4년에는 8,5oo만 유로

를 추가 책정하였다. 연방정부가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업교육 의무제

를 실시하는 것은 직업교육 이원제 실시에 있어 기업의 의무를 강조하려는 연방정

부의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의무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참

여를 유도하는 3개년 협약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 3개년 협약은 사설 및

공공기업이 보다 많은 직업교육생을 수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웅으로 하

고 있다. 그 중에는 신연방주에 l만릿ooo의 직업교육생을 추가 수용할 것을 골자로

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7.5. 기업 연합 직업교육장 육성

여러 기업이 연합해 직업교육을 실시할 경우 개개인의 직업능력향상에 큰 기여

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전문 수공업/ 광업/ 농업 분야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연방정를 신연방주정를 기업들은 동독지역에 서독의 기업

연합 직업교육형태를 모방한 연합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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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 최신 이론과 시설에 따라 구축된 l關여 개의 기업연합

직업교육장을 마련하도록 재정지원을 하고 l만5oo여 직업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도

록 했다. 이에 더해 직업교육의 장기적 비전의 일환으로 6,ooo여 개의 이론 학습장

과 l,7oo여개의 방을 갖춘 기숙사를 설립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했다. 지난 수년간

이상의 목적을 위해 신연방주에 지원된 연방예산은 총 8U9,000만 유로에 달했다.

이상과 같은 조치로 신연방주 지역에는 기업 연합 직업교육장 설립을 통해 일

반직원 및 간부급 인사, 전문가 양성/ 계속교육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양질의 a

육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계속교육과 관련 전문 수공업 분야가 활성

화될 수 있었다. 전문 수공업 분야는 기술발전과 경제환경 변화가 급격한 오늘날

다른 어떤 분야보다 현대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간부 및 전문인 계속 교육이

필요하다.

경제전반에 걸쳐 기술 및 산업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 및 기술을 보다 신

속하게 전할 수 있는 현대적 학습전달 방식이 요구된다. 연방정부는 전문 수공업

및 상업 교육기관에 기술이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시한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2oo2년 한 해 동안 신연방주에서 l4개 교육장l3) 35명의 기술이전 교육담당자가 지

원혜택을 받았다. 이에 사용된 정부 지원금은 인사 및 물류비용을 통틀어 7l만

2,ooo 유로에 달했다.

2oo5년 이후 학교 졸업자와 이원제 교육 참가자의 현지한 감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구조변화는 동독지역의 기업 연합 직업교육에 큰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

다. 이 문제는 기술변화에 의해 더욱 심각해지는 를 직업교육내용이 기술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와 같은 도전을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여 2關l년 7월 l일 이후 기업 연합 직업교육장에 대한 지

원과 이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방군의 직업교육지원

l998년부터 연방군은 자체내부의 군사훈련 이외에 민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

는 기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군내 직업교육은 군입대 이전부터

l3) 로스톡, 노이브란덴부르크, 슈베린, 노이루핀, 베를린, 포츠담, 프랑크푸르트 안데어 오더, 막데

부르크, 코트부스, 할레, 니더작스베르펜, 라이프치히 , 에어푸르트, 드레스덴, 게라, 줄, 켐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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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는데 이를 샤움부르크 모델(Schaumburger Mode린 혹은 베를린 모델

(Berliner Modell)이라고 한다.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공업, 수공업 분차샤움부르크 모델), 공공업무 분차베를린 모델)의 여러

기업/ 기관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연방군은 매달 25o유로의 직업교육비

를 책정하여 해당 기업,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은 실업학교(Realschule) 졸업생들에게 홍미있는 직업교육의 기

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군내부의 전문적 직업경험을 쌓을.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

거양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군의 직업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적절한 적성

검사를 거쳐 직업교육을 받은 후 최소 4년간 교육받은 직업에서 군인 신분을 유지

하며 근무하게 된다.

현재 독일전역에 걸쳐 2關여 명의 견습생이 이러한 직업교육 지원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2oo4년의 경우 이 중 절반 이상인 l25명에 대한 직업교육이 동독 후진양성

센터의 지원으로 신연방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샤움부르크 모델과 베를린 모델은 연방군과 전문 수공업계가 연계된 프로젝트와

더불어 군 후진양성뿐 아니라 일반 노동시장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oo3년부터 연방군은 하사급 장병과 일반병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발

족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특히 신연방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연방군 내 장기근무 군장병에게 양질의 민간 직업교

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그램은 연방군 혼자의 힘만으로 실

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기업/ 기관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

라서 연방군과 민간기업은 청장년 교육이 모두의 공통 관심사라는 인식 하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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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세대 간 협력/사회복지 정의를 위한 정책

8 .1 . 가족을 최우선으로

가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생활의 형태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현

재에도 그렇다. 정치는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성공적인 가족생활의 영위를 위

해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의에 상응하는 가족정책의 기반이 마

련되고, 정책의 신중한 추진과 함께 국민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의 생활형태가 매우 다양한 만큼 이를 지원하는 정

책도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가족생활에는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정생활과

직업생찰이 균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하

며 신축적 운영이 이루어지는 탁아시설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자녀들의 양육도

적극 지원해야 할 대상이다. 모든 가정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방적 사회 분

위기 즉, 넓은 사회적 연대 속에 존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정생활과 직업과의 균형

이상과 같은 사회적 과제 실현을 위해 연방정부는 2oo3년 여름 베르텔스만 주식

회사(Bertelsmann AG)의 지원을 받아 '가족을 위한 연대'를 설립했다. 정치/ 기업

가,노조와 사회가 함께 이 연대를 설립한 것은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이 균형을 이

루는 것이 가족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목표 달

성을 위해 가족을 위한 연대 아래 중장기 프로젝트들을 발족시켰다. 이 연대에 참

여하는 경제계, 정치계, 노동계는 가족 우호적인 근무환경과 기업문화를 창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가족과 관련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정부기업초료사회 간의 공동 대

처는 특히 지방에 이르기까지 큰 힘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을 위한 지역연대 프로젝트는 각 지방마다 무료 상담 서비스 센터를 두고 가

족 우호적 환경을 조성키 위한 구체적 현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가족을 위

한 지역연대의 과제는 신축적인 탁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도

교통시간표 및 상점/ 공공기관, 탁아시설의 근무시간을 가족 생활리듬에 맞추어 l5: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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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충분한 탁아시설 확보

어친아이들이 하루 종일 탁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임기를

맡고 있는 독일 연방정부의 가장 핵심 과제 중의 하나다. 이와 관련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신연방주 지역에서는 기존의 높은 탁아시설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

는 한편, 구연방주 지역에서는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탁아시설을 보다 더 많이 확

충하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각 지역/ 가정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탁아제도를 실시

하고자 한다. 그 기본원칙은 탁아시설 이용시간의 신축적 운영/ 낮은 가격/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하르츠 財 계획을

통해 각 지자체에게 25억 유로에 이르는 재정지원을 약속했는데/ 이 중 l5억 유로

는 각 지역 수요에 상응하는 탁아시설 확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신연방주 지역에는 기존의 수준 높은 탁아문화를 그대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

는 주정부 차원의 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비해 구연방주 지역은 아직 관

련 범률과 함께 탁아시설이 미진한 실정이다. 연방정부는 일단 해당분야 주정부

범이 연방법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자출화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신연방

주 지역의 탁아시설은 탁월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수년간 흘린 땀의 성과였때표 l9 참적

표 l9: 2開2년 탁아시설 공급 현황

아동ioo멍당 .i998년 대비학애 전일제(全日制) | 1998년 대비
탁아시설 개수

탁아시설 현황 연령별 자리수 .시설증가默%) .탁아소 제공비율l전체 비율차이

베를린을 제외한 구연방주 지역

3세 이하 50,775 2.2 | +0.6 72.1 | -1.1

3세.6출세 | 2,088,176

6출세 - io세
176,830 7.3 | +1.8 80.6 | -1.9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 지역

3세 이하 108,944

3세 . 6글세 341,328 -8.3 | 98.1

6출세 . io세
186,865 68.5 | +14.5 70. 1 | -9.6

출처 연방통계차 2oo2년 아동 및 청소년 지원센터 통계 - 독일 내 탁아시설 현황. 아동 및 청소년

지원센터 통계청 도르트문트 지부의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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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탁아시설 확대와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독일의 개혁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모든 아동에게 수준 높은 양육과 조기교육의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은 자라나는 차세대로 하여금 진정한 기회균言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부모에게는 이를 통해 가정과 직업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한다. 이렇듯 양질의 탁

아시설 확대는 가족전체의 생활수준 개선에 결정적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가족 지원제

연방정부는 가족 지원에 대한 형평원칙에 따라 일부 가정에게는 양육비 명목의

세금혜택만을 부여하를 일부 가정에는 양육비 명목의 소득세 감축혜택 이외에도

부모 개개인당 l,o8o유로에 해당하는 탁아, 양육, 교육비를 지불함으로써(소득세법

제6조 32i對 각 가정의 경제적 상황 차이를 고려하였다. 이 이외에도 2oo2년부터

직장을 가진 부모에게는 l4세 이하 아동에 한해 양육비 명목으로 세금혜택이 주어

진다(소득세법 33cU-). 2003년부터는 가사처리 비웅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가정과 직업생활의 병행이 간편해졌으며/ 특히

기혼여성 취업률이 높은 신연방주 지역사정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하였다.

2oo 년 l월 l일부터 미혼모, 양육을 맡은 별거, 이혼자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l/3o8유로의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단독 양육부담을 지는 이들을 위한

세금법상의 혜택이 헌법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저소득층 부모는 아동양육에 있어 현재까지 사회부조에 의존하거나 2oo5년 l월

l일부터는 개정된 실업수당 II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 생계만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저소득 계층은 자녀 생계비 명목으로 2oo5년 l월 l일부터 매달 l硝유

로까지 양육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된다.(연방 양육비법 6al對 이러한 양육보조

비는 실업수당 II 보다 우선시 되는 지원수단으로 부모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가족

지원제도 중의 하나다. 또한 이는 기존의 양육비, 주거비와 더불어 실업수당 麗로

충당되지 않는 아동양육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안이다. 딘 제3자로부터의 양육비

등 아동자신에게 별도 수입원이 있을 경우 양육보조비는 그만큼 감소된다. 이러한

양육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최저소득의 기준은 각 가정의 재정상황과 부모의

실업수당 II 등급에 따른다. 부모의 소득이 부모자신의 생계비 이상일 경우 lo유로

초과 시마다 양육보조비가 7유로씩 감축된다. 양육보조비는 최대한 3년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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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기회균등 지원

여성의 직업생활 영위를 위한 다양한 조치와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 독일

전역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신연방주 지역 여성들로 하여금 변화

를 기회로 만들어 현대적 직업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프 료 그

램들은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조출 연구? 혁신강화 및 미래지향적 경제

구조형성을 위한 각종 방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젠더 메인스트리밍(Gender Mainstreaming)

기회평등원칙 실현을 위한 주요방안 중 하나는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다. 젠더 메

인스트리밍이란 모든 정책방안을 세워나가는데 있어 남성/ 여성의 삶과 이해관계

차이를 초반부터 정기적으로 검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를 삶의 방식에 있어

존재하는 남성과 여성의 현실적인 차이를 고려, 각종 프로그램을 보다 세분화함으

로써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2o撚년 4월 연방정부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 내

성별능력전문센터를 설립/ 양성평등원칙 실현에 새로운 박차를 가했다. 이 성별능

력전문센터는 해당분야 연구를 장려하고 관련지식을 수집함으로써 젠더 메인스트

리밍 원칙이 사회/ 경제/ 정치/ 행정 전반에 보급되는 것을 돕고 있다.

전국 여성 창업자 지원센터

연방정부는 여성창업을 위한 제반 조건을 튼튼히 함으로써 향후 남녀 창업비율

이 동등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내 각 부

서가 연합해 전국 여성 창업자 지원센터를 신설하였다. 본 센터의 주요과제 중 하

나는 창업을 원하는 여성에게 해당 교육, 방안,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심있는 여성은 지원센터 본부의 핫라인을 통해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독일 전국 각지의 전문가를 소개받을 수 있다.

여성 창업자 경험전수

사업 확대를 계획하는 젊은 여성 사업가를 위해 전국 여성창업자 경험전수의 장

이 전국 최초로 마련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은 독일 여성기업가연맹(vD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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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의해설립된 캐테-알만 재단릿친e-Ahlmann-Stiftung)이 맡았다. 노르트라인 베

스트팔렌주에서 처음 개발된 본 프로그램은 전국의 각종 경제개발기출 기구 및

관련 정부부서와의 협동체제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 창업자들의 경제 기여도를 높이고 그들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8.3. 신연방주 지역 청소년을 위한 기회확대

연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차세대 육성이다. 정부의 아동 .청소년 정책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신연방주 지역의 기존의 불이익을 제거함으로써 이 지역 아동 출

청소년에게 보다 나은 직업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협력 및 기회균등의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우리가 여기서/ 지금'和加...hier und jetzt) 이니셔티브

연방정부의 '우리가 여기서, 지를 이니셔티브는 독일 차세대 청소년에게 신연방

주 지역을 보다 매력있는 지역으로 어필하기 위한 방안이fwww.wir-hier-und-

jetzt.de).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직업적 비전을 제시할

새로운 네트워크를 계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방정부 프로젝트는 민주 청소년

재단 및 독일 아동, 청소년 재단이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재단은 각 지역 곳곳

에까지 미치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 지역 활동가(지자체/ 청소년 지원센터/ 각

종 학교 및 지방 노동청, 교회, 연맹/ 기업)를 지원하고 있다. 구동독지역 각 주정

부 총리가 독일 아동 .청소년 재단의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청소년 지원방안이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

의 직업선택을 돕기 위한 각종 경연대회/ 사회복지분야 실습장 등이 바로 그것이

다. 이러한 방안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를 통해 직접 출신지역 내 직업비전

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사회/ 경제발전

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각 분야의 과제분담, 의무화를 비롯, 제반분야의 협

동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직업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젊은이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 이외에도 정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해내고야 만다'라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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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와 개인/ 사회/ 직장의 발전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돕고 있다.

신연방주의 경우 10,500명이 넘는 청장년층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범지역적/ 범분야적 추진이 이루어져 현재 총 4l4개 프로젝트가 직

업/교육/ 사회발전 관련프로그램이 사회복지도시/ 레기오콤를egiokom) 독일을 위

한 팀워크, E&C, 사회복지목적의 지역자른간屬6) 등의 이름으로 통합되어 성공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

개발과 기회

청소년 실업퇴치를 위해 청소년 능력개발 및 기회제공(E8린小라는 프로그램이

운잉되고 있다. E8cc는 연간주 연합 프로그램인 '개발 필요지역을 위한 사회복지

도시'의 보완적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E&료가 실시되는 지역은 '사회복지도시
了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33l개 지역과 동일하다. E&cc가 실시되는 234개 도시 중 린

개가 신연방주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발적 사회봉사훈련의 하를理J) 제도가 운영되고 있

는데 이는 저소득층 청소년이 사회/ 직업생활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다. 2oo4년 4월 현재 총 l,@9명의 청소년이 본 목적으로 개설된 84개 지역

교육사무소를 방문, 사회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 蘿耐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높은 효용성은 본 프로그램 참가자의 중도 포기자 수가 적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후일 취업, 직업교육 성공률이 높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통계로 나타난 결과도 괄목할 만하다. p理J의 참가자들 중 34%가 곧바로 취업에

성공했으며/ 53%는 프로그램 참여 전에 보였던 사회적응 문제점을 극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실업상태로 남은 청소년의 비율은 l3%에 불과했

다. 이렇듯 긍정적 결과에 힘입어 F R J 프로그램은 시험운영 종료 후 2o撚년 9월

부터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이 밖에도 E8cc 프로그램의 주요 실행방안에는 능력배양 센터와 사회복지목적의

지역자惡u惡) 등이 있다. 이 중 전자는 l5개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년간에 걸쳐 개별사정에 맞는 지원 제도를 개발 .실시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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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충의 교출 직업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각 지역을 연계하는 사

회복지목적의 지역자본 제도를 유럽사회기금(Es리과 공동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지

역 프로젝트와 현지 청소년 찰를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 제도5 특히 저소

득층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삶의 수준과 미래비전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oo3년 9월 l일 이 프로그램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신연방주의 45개 시범운영

지역에서 3l6개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oo6년 6월 3 o

일까지 동 지역에 총 l/2oo만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민주주의와 관용

연방정부는 2ool년 /관용정신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청소년 -극우주의, 반외국

인 및 반유태주의 추방이라는 이름하에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을 발족시키고 2 o o 4

년까지 예산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청소년의 민주적 태도와 시민 실

천정신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보다 큰 관용성과 개방성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 분야로 나뉘어 실시된다.

/크세노스(XENOS) -다양성 속에서의 삶과 노동': 독일과 독일 내 외국인 청소년/

성인이 함께 조화롭게 학교, 직장생활을 해나가려면 상호간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

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바로 이러한 상호이해 구축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인종차별주의, 반외국인 감정을 퇴치하고 관용정신을 보급하

고자 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노동시장 정책방안과 직접 연계시킴으로써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연방정부는 2ooo년부터 2oo6년까지 약 7/5oo만 유로를 유럽

사회기금에서 지원받아 이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

'엔티몬拒NT切o料) -다함께 폭력과 극우주의에 반대하여': 이 프로그램은 2 o o l

년 시작된 폭력 및 극우주의 퇴치방안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2oo4년에는 프로그램

예산으로 l,ooo만 유로가 재책정되어 있다. EN T I M O N은 민주주의 및 관용성을 강

화하고 극우주의 및 폭력사용을 예流 퇴치하는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2關l년부터

현재까지 EN T I M O N 프로그램 내에서 2/ooo여 프로젝트가 재정지원 되었으며/ 이

중 l,3oo만여 유로가 신연방주 지역 프로그램 추진에 사용되었다.

'시비타스(dVITAS) -신연방주 지역 극우주의 추방 이니셔티브「: 이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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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는 신연방주 지역 내 민주적 시민사회구조를 구축 .강화. 연계 .발전시키

는 것이다. 2oo4년 한 해 9oo만 유로가 신연방주 지역 청년의 극우주의/ 반외국인

주의 추방 프로그램에 지원되었다. cr崙IAs 프로젝트 내 l/l關여 개의 소규모 s r

로젝트가 학를 재교육 기출 스포츠 센터/ 교회/ 아를 청소련/ 사회복지/ 난민구조

기구? 언론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8.4. 노후생활 - 새로 얻은 인생

2o25년까지 2o세 이하 청소년 비율은 현재 2l%에서 l6%까지 감소할 예정이다.

반면, 關세 이상 노년층의 비출은 현재 22%에서 37%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평

균수명 증가와 조기퇴직 등으로 한참 건강하고 활동이 많은 시기에 인생의 전기를

맞는 노장년충 인구가 많아졌다. 이들의 수우 요구사출 무엇보다 이들의 잠재력

은 전적인 보호와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노년충의 그것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노년의 사회활동

노장면층은 사회적 접촉과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보람있는 과제를 찾고 있다.

이들은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능력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

다. 이러한 노장년층의 경험/ 지식을 전수받고자 하는 자발적 자세가 없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은 그만큼 더뎌질 것이다.

연방정부는 /경험지식을 기폭제로(EFIy라는 시범프로그램 내에서 노장년층을 초료

육자로 양성하는 '노년교육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

령층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노장년층의 경험지식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그 목표가 있다. EFI 프로그램은 신연방주 지역의 브란린부르크, 메클렌부르

크-포어폼머른, 튀링엔 주를 포함한 lo개 주에서 실시되었다.

@씨인/ 노인/ 컴퓨터(BeSeCo)'라는 시범프로젝트는 평생교육 원칙을 기치로 내

세우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나이테 협회'가 주체가 되고 연방정부가 지원/ 추진되

고 있는 BeSeCo 프로젝트는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년층으로 하여금 컴퓨터/ 인

터넷을 통해 가정에서 직접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사회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베를런 주와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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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부르조-포어폼머른 주에서 실시되었는 바, 이들 지역에서는 특히 도시외출 농

촌 지역의 주민화流 통합에 중점을 두었다.

노년의 주거환경 결정의 자을성 강화

삶의 질/ 독립성/ 삶에 대한 만족도는 주거 및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방정부는 정부의 노년층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건

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되는 주택은 무엇보다 이들에게 자립적 삶을 가

능케 하는 편리한 건축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원책의 최우선 목

표는 노년출이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련서 사회생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간병 및 기타 시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잠재력을 일깨움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최대한 독립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도시 재건축이나 노년

층에 어울리는 주텍건설에 있어 동독지역 도시재건 및 사회복지도시(5.l. 참조) 등

의 프로그램과 연계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노인, 장애인 주택건설의 모범 사례를 신연방주 튀링엔 주의 바

트 블랑켄부르크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나-루이젠-슈터 3 E 라 는 이름의 노인,

장애인 주텍건설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그 이외에도 '저렴한 고품격 노인주택

건설'이라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건축 설계안에 따라 성냥갑 형태의 구식건물이

었던 라이프치히 시의 /즐거운 풍광를eiterblick)' 양로원이 산7하게 새 단장을 했

다.'노인/ 장애인을 위한 건축모델' 홈페이지(www.hmf및.de)에서는 건축디자인의

몇 가지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l9건의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양로원,

노인/ 장애인 시설 건축의 사례가 담긴 사진/ 그림/ 건축초안 등이 설명과 함께 소

개되어 있다. 이들 중 8건은 신연방주 지역의 사례다.

연방정부는 시범프로그램인 /노년의 주거형태/ 내가 결정한다「의 추진을 위해 l2

개의 서로 다른 프로젝트 시팀지역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들은 각기 다양한 이유

로 선발되었다. 이 중 넷은 신연방주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각각 농촌 주거형태/

간호가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형태/ 각 지역 간 연계, 구식건물 개조 등 서로

다른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연방정부는 수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본 U .

로그램을 위해 총 269만 유로를 예산지원 하였으며 이 중 절반을 앞서 언급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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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 4개 지역에 투입하였다. 현재 이 프로그램의 결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의 확대 적용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노인 생활보조 및 보호

응급 및 상주 간병인의 확보는 노년충 생활수준 보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원탁 생활보業라는 프로젝트를 새롭게 출범시

켰다. 본 프로젝트는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생찰 분야의 모범사례를 찾아 같은 분

야에 종사히는 이들에게 본받도록 하고 부족한 점을 교정 .보완하도록 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각 상황에 적절한 행동원칙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생활보조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기

본권을 명시한 총체적 헌장을 새로이 마련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2o撚년 5월 성과발표를 끝으로 '미래형 노인생활보조계린이라

는 시범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노인생활보조의 구체적 개선방인

기존 시스템의 재조정, 보출 또한 각 시스템 간 연계체제 구축(예를 들어 생활보

호와 건강보건분야 사이의 연계) 등이 연구.추진되었다. 특히/ 노인성 치매 환자

와 그 가족을 돕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주요 관심분야사 중 하나였다. 미래형 h U

인생활보조계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2o개 하위 프로젝트 중 6개

가 신연방주 지역에서 실시되었는데 지원규모는 l7o만 유로였다. 이 시팀프로그램

의 결과는 프로그램 학문연구팀의 성과보고서에 요약이 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

은 www.altenNlfestrukturen.de에서 찾아볼 수 있다.

8.5. 시민사회와 시민참여

l989년 각종 시민운流 교회활동, 가두시위, 원탁회의 등에서 보여준 과거 동독

주민의 높은 참여의식이 결국 동독 붕괴와 독일통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한

독일통일 후 계속된 독일화流 발전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참여의식은 중대한 역할

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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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조사

l999년에 실시된 자원봉사자 조사에서 신연방주 지역은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l4세 이상 주민의 28%가 소속기관 업무 이외의 봉사활동을 하거나 명예직 등의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방정부는 2oo4년 다시 자원봉사자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의 주민은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고용상황으로 무

료봉사를 할 만한 심적/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봉사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 바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 협회, 조직/ 시민단체 등이 앞장서야 한다. 신연방주 지역의 자원봉사단체에

는 이미 역사가 오래된 조직도 있지인 통일을 전후해 새로이 설립된 것이 더 많

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자원@사 조직은 여가시간 활응/ 사교 및 기타 사회봉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별이고 있는 반면/ 사기업이나 공공기관 부설로 운영되던

사회봉사단체는 오늘날 그 자취를 감춘 것도 많다. 새로 설립된 단체나 기존 서독

단체의 동독진출이 그와 같은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신연방주 지역의 자원봉사조직 -시민봉사활동 전반- 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구연방주 지역에 비해 낮다. 연방정부는 연방 자원봉사자 연합회 및

국립자구인(自救人) 협회 등과 같은 자원봉사 상위조직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단

체의 모(母)조직은 각 지역 지부의 상담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

히, 신연방주 지역의 신생조직이 이들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적 자원봉사 네트워3가 구축되어 연차 를 지자체/ 공공이익단체/ 교회/ 기업/

노 조 등이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시민자원봉사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험교류의 장을 열어

가고 있다. 여기에는 신연방주 지역 대표자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

자발적 사회봉사의 해(FsB/ 자발적 생태보호의 해를출)

자원봉사업무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봉사 활동의 조직적 형태를 면다. 법에 명시

된 자원봉사 업무로는 l96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발적 사회봉사의 해麥刻와

린駱년에 시작된 자발적 생태보호의 해☞淸라는 단체가 있다. 독일은 법적으로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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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된 청소년 자원 사회봉사 부분에서 역사 切년의 역사를 갖게 되는 셈인데 이는

유럽 어느 국가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지난 硝년간 3o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F對과 F商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다. 특히/ 지난

lo년간 자원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l993년에는 약 7/loo명의 청소년이

F零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정부는 2oo2년까지 F對/ F商 두 프로그램에 걸쳐 지원

청소년의 수를 약 l만를ooo여 명으로 확대시켰고 오늘날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발적 사힉봉사의 해, 자발적 생태보호의 해/ 이 두 단체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직업분야를 망라한 청소년들에 교육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신연방주 지

역에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아천 직업을 갖지 못한 청소년들이 뜻깊은 시간을 보내

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업선택의 부담을 덜고 자신의 인격을 발전시킬 수 있

는 방안의 하나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

년들은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사회참여를 배워 나가게 되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아

동? 청소년 기획예산의 일부를 본 프로그램과 병행 진행되는 교육 세미나, 강의 등

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각 지방의 F鷺/ F切 담당기관이 맡아 자체 운

영하고 있다.

F鷺/ F商 개정에 관한 법률과 이에 상응하는 F誇, F帝 법 개정에 따라 2oo2년 6

월 l일부터 이 두 프로그램의 범적 토대가 크게 개선되었다. 예를 들어 실업고등

학교를 졸업한 l5세 이상의 청소년/ 즉 법적 의무교육기간을 마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본인이 원할 경우 F對/ F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3, 2004년에 걸쳐 실시된 F對 프로그램에는 l민출6oo여 명의 청소년이 연방정

부지원으로 국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같은 기간 F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의 수는 총 l,63o명에 달했다. 이 중 약 94o명은 신연방주 지역에 투입되었다. r &

F諦 참여자 중 l25명은 신설분야인 청소년 문화교육 분야에/ 8o명은 또 다른 신설

분야, 청소년 스포츠교육에 투입되었다. 구동서독 청소년이 공히 참가하는 이 프로

그램에서 함께 교육받고 봉사활동을 한 청소면들의 경험 보고서를 보면 이들 신연

방를 구연방주 출신의 자원봉사 청소년 사이에는 이미 탄탄한 동서화합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공유한 경험은 독일 전역에 걸쳐 우정과 화합의 기반

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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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기폭제

레나테 슈미트 연방 가족성 장관은 2oo3년 5월 '시민사회의 기폭제 -독일 자원봉

사업무 및 군복무대안 봉사활동의 미래'라는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본 위원회에 참

석한 각종 사립 봉사활동의 단체차 연방 사회복지성/ 교육성/ 국방성/ 재정성/ 경

제성 및 노동성/ 또 A 주정부 재정장출 B 주정부의 문화장관들은 자발적 봉사문

화를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봉사의무의 해 도입은 사회복지정책적 차원에서 볼 때 전혀 바람직

하지 못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자발적 참여와 개척정신을 유도하는데 적절치 못하

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독일 자원봉사업무 및 군복무대안

봉사활동의 미래' 보고서는 독일 내 자원봉사업무가 향후 전 세대를 통합하여 보

다 포괄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범세대적 자원@사업무는 그 자체만으로 배움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

에 참여하는 이들은 사회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자신의 능력과 소양

을 발휘하고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함양하고 직업선택의

방향을 효과적으로 가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 진로설정/ 사회적 책임감

이 서로 연계를 이를 때 모든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자원봉사의 기반과 새로운

시민사회의 세대 간 계약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2o5o년까지의 인구전망에 따르면 청장년출과 노년층의 인구비율은 크게 변

화하고 그 결과 독일 인구는 전반적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 것인 바, 이에 따라 기존 자

원봉사업무의 중요성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청소년들만 참여하

던 자원봉사업무는 새로운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시급히 전 연령층으로 확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라야만 현재의 인구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

다. 현재와 같은 자원봉사 시스템이 지속되려면 전 연령층을 포괄한 새로운 자원

봉사업무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현재 자원봉사 관련법 개정법 실시

후 경과를 담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계획대로 2oo5년 8월 완

결될 예정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기폭차라는 위원회가 범세대적 자원봉사업무

촉진과 관련해 제시한 권고방안을 조속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범세대적 자원봉사

업무의 구체적 실천방안은 기존 시험 프로젝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2oo4년 가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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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적극 개발될 예정이다.

사설 복지기관

연방정부는 3o년 전 /회漆 E還)재T출를evolvingfonds)을 설림하고 그 이후 지속

적 무이자 차관을 통해 사설 복지기관의 설립 .확장을 지원해 왔다. l974년 l2월

l2일 당시 연방정부는 필른의 사회경제은행(Bank fur Sozialwirtschaft)을 담당은행
으 로 지정/ 2억4고oo만 마르크를 회환재단 업무를 위해 신탁했다. l99l년-l9誰년

기간에는 신연방주 사설 복지기관 지원을 위해 재단기금을 l억 마르크로 확충했다.

2ool면 l월 l일 이후로 회환재단 기금은 신연방주의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

다. 현재까지 신연방주에 지원된 회환재단 기금은 lU2,950만 유로이며 독일전역

총 지원액은 6억45o만 유로이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 내 현대적 복지 인프라 구

축이라는 목표를 필수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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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강보험 및 사회복지보험

9 .1 . 노후 생계대책

법정 연금보험제도를 통한 노후생계보장

법정 연금보험제도는 신연방주 지역에서도 노후 생계보장의 최우선책으로 그 실

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국 통합연금법 제정에 따라 l992년 l월 l일부터 4oo만

명 이상의 구동독 연금생활자가 수입과 연동된 서독 연금제도에 통합되었다. 이들

은 당시 동서독 소득차를 감안, 동일 수준 서독지역 연금자에 비례하는 생활비를

보장받았다. 그 이후 구동서독 지역 임금상승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신연

방주 연금 수준은 구연방주 수준에 가까워졌다.(2000년 7월 l일 이후에는 단일 연

금법 적용) 이와 같은 연금수준의 변화는 연금평균을(Eckrente)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연금평균율이란 한 개인이 연금보험기간 45년 동안 불입한 액수로 동독 및

서독지역에서 수령하는 연금 금액이다. 2oo3년 7월 l일을 기준으로 연금평균율은

신연방주 지역의 경우 l.l9%가 상승한 반면/ 구연방주 지방의 상승률은 l.撚料에

머물렸다. 이로써 l99o년 7월 l일 당시 서독의 切.3% 수준에 머물렸던 신연방주

연금은 구연방주 지역의 87.9%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oo4년 7월 l일 현재 연금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한 연금총액, 즉 이미 지

급한 연금액은 신연방주의 경우 남자 l인당 평균 l/o26유로/ 여자 l인당 6%유로였

다. 이는 남녀일인당 각각 978유로, 478유로가 지급된 구연방주 지역의 수준을 넘

어섰다.l4) 이렇듯 신연방주 지역에서 실제 지급한 연금액이 지급될 연금평균률을

상회하고 있는 것은 첫제/ 통일에 따른 연금제도 통합과정에서 기소유액보호

(Besitzschutzbetrag)가 적용되었던 때문이고 둘째/ 신연방주 연금생활자의 재정원

이 구연방주 지역에 비해 단출 통합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동서독 연금생활

자의 수입원을 비를 대비해 볼 때 뚜렷이 드러난다. 를 신연방주의 경우 범정 연

금보험제도의 수입이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구연방주처럼 생명보험/

개인적 노후대책(예를 들어 부동산 수입원), 혹은 기업노후보장책 등 기타 수입원

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i4) 여기 인용된 수치는 독일 사회복지부의 추정치이다. 연금지급준비액에 관한 최근 통계자료(2oo4년

7월 l일 기준 조사)는 빠르면 2oo5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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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정 연금보험은 독일 전역에 걸쳐 커다란 재정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평

균수명 연장과 이에 따른 연금납입자와 연금생활자간 비율의 불균형이 연금수급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는 피고용인에

대한보험금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기업입장에서는 임금부대급여IJQhnnebenkosten)

와 이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부진이 겹치면서 법

정 연금보험료 미납액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독일 연금보험제도의 중장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연금부담을 각 연령층 전반으로 균형 배치하

는 안을 내놓았다. 본 대책은 사회법 제6권 및 기타법 개정을 위한 2차 법인 사회

법 제6권 및 기타법 개정을 위한 3차 법안 또한 법정 연금보험제의 지속적 재정화

보를 위한 법안(연금제 지속법)에 그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다.

단기대응책의 일환으로는 동서독 지역 연금평준화 정책실행을 2oo4년 한해 동결

시키는 방안이다. 이로써 연금평준화 자체는 일시 중단되나, 신연방주 연금 상승률

은 해당 지역 노동자의 실제 임금 및 소득상승률에 연동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

다. 연방정부는 장기적으로 신연방주 연금수준이 구연방주 수준으로 평준화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두 지역의 임금수준이 평준화된다는 의미다. 현재 개정

된 연금평준화 실천안도 임금/ 소득 연동제를 따르고 있는 바, 앞으로도 각 지역

소득수준에 맞는 실질적 연금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외에도 연금액 자체

평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금 변동 폭에 대해 신구 연방주가 균형을 이를 수 있

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연방주 임금의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대비한 것이다.

9.2. 포괄적 건강보호

개인의 삶이나 공공의식/ 사회복지보험제도 전반에 있어 건강이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통일 후 연방정부는 신연방주 건강 서비스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었

으며/ 오늘날 신연방주 건강복지 수준은 구연방주 수준에 견줄할 만하다.

신연방주 지역 의료보험제도(GKV) 현황

l998년 말까지 신연방주 지역 법정 의료보험제의 운영부채가 8억 유로에 이르렀

다. 신연방주 의료보험 재정은 지난 l999\I~2001년에 부채의 상당부분을 상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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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는데/ 이는 전득일 위기구조 개선 프로그랩를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서

독의 재정지원 덕분이었다. R s A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두 지역의 재정능

력 평준화와 보험금 수요에 맞춰 사웅된 금액이 2oo2년 24억 유로에 달했다. 통계

치를 볼 때 2關3년에는 29억, 2o撚년에는 % 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o撚년 전반기 통계자료에 따라 전망하면 신연방주 의료보험은 약 6억 유로의

흑자를 냄으로써 25억 유로 흑자를 기록한 전독일 의료보험의 25%를 차지했다. 이

러한 신연방주의 재정상황개선은 법정 의료보험 현대화법(GMG)상의 지출제한과

수입제고 규정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동서독 지역에 각각 다른 결과

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 지급분야에 있어 동서독 모두 보험가입자 l인

평균 3.5%의 지출감소가 이루어진 반면/ 보험료 인상은 오히려 구연방주 측이

l.7%로 o. % 상승률을 보인 신연방주 측보다 높았다. 구연방주 의료보험 수입의

보험료 의존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언급한 신연방주의 6억 유로 흑

자로 인해 의료보험 재정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연방주의 평균 보험료을은 2o撚년 8월 l일 현재 14.03%로 구연방주 지역보다

o . 2 4 %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무엇보다 작센주 일반지역의료보험(AoiQ

요율이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의료보험제 현데화법를MG)

2o撚년 l월 l일 발효된 의료보험 개혁안은 현행 법정 의료보험제의 구조개혁 및

재정구조의 변화를 포괄하고 있다. 구조개혁 방안은 의료보험서비스의 수준과 경

제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조개혁은 의료보험제 운영에 가장 큰 비용적 부

담이 되고 있는 독일국민병를olkskrankheiten)의 개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정

구조변화란 보험료 부담이 되는 기업의 임금부대지출액을 중단기적으로 낮추고 법

정 의료보험제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혁방안이다.

를 보험료 부담 플이기

독일 전역에서 이미 2/6oo만 이상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인하로 인한 혜택을

맛보고 있다. 피고용인 보험가입자의 대부분(기술공 의료보험은 제외), 연방 도제연

流 기업의료보험의 일부, 상공업인 의료보험(작센 및 튀링엔 상공업인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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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일반지역의료보험(Ao碑 두 군데가 이미 보릴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

이다. 2oo3년까지 29억 유로의 적자운영으로 연초 재차 보험료 인상위기에 놓였던

보험료는 의료보험개혁을 통해 2o撚년 l월 l일 오히려 전국 평균 14.32%에서

14. 27%로 인하되었으며(신연방주 l4.撚%/ 구연방주 14.32%), 2004년 8월 l일에는

14.22%까지 감소했다.(신연방주 14.03%, 구연방주 l4.27切 연방정부는 의료보험의

현 재징적 여유를 보험가입자와 기업주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용할 것과 2o撚년

기간 동안 지속적 보험료 인하에 사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법정 의료보험제의 현대화법을 통해 신현방주 지역에서는 두 가지 추가적 이점

이 발생했다. 하나는 전국적 의료서비스 센터의 설립기반이 마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서독 지역 응급의료요원의 재정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료서비스센터 설립허가-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이전

법정 의료보험제 현대화법 제정으로 독일전국에 겯쳐 과거 동독 국립의료원과

유사한 형태의 의료서비스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구동독 의

료보험제도의 주요 요소가 통독 의료보험정책에 수용 .통합된 것이다. 의료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찰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전국적으로 이

미 7개의 의료서비스 센터가 설립히가를 받아놓은 상태다.

의료서비스 센터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의료진과 비전문 의료보조원이 함께 일

하는 종합병원식의 의료기관이다. 여기에서는 환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간편한 원스톱 방식으로 제공된다. 특정 환자 치료에 관여하

는 모든 의료진들은 서로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환자의 병세/ 치료목표와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센터는 진단과 치료에 보다 높은 효율

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고가 의료장비를 함께 사용찰으로써 이용률을 높이고 의

료경비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의료서비스 센터는 젊은 의사들에게 피고용인 신분으로 응급치료분

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그들이 자비 개업할 경우 감수

해야 하는 경제적 위험부담 없이 의료경헙을 쌓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출산.육아

때문에 직업전선을 데나 있던 절은 여의사들은 의료서비스 센터에서의 근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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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업무복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근무 등을 통해 직

업과 가정생활을 보다 쉽게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신연방주 지역 의사 소득추이

법정 의료보험제 현대화법을 통해 신연방주 지역 의사 소득상황이 개선될 전망

이다. 이 법에는 동서독 지역보험 계약의사 개인당 소득수준을 평준화할 것을 명

시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4U-2006년 신연방주 의

사 소득을 3.8% 추가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약 lU2,000만 유로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로 인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구연방를베를린 제외) 의

사 소득지급 분을 소폭 축소했다.

또한 신연방주에는 의료서비스 안정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l/5oo만 유

로를 현재의 소득지급분에 추가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법 규정을 통해 구동서독 지역 의사소득의 평준화를

이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신연방주 의사의 소득은 2oo2년의 l월 발효된 의사 거주지법으로 큰 폭 상승했다.

巨 의사 거주지법은 신연방주 지역 기업의료보험에서 보험계약 의사에게 지불되

는 의사 개인소득분을 기타 의료보험기관에서 지불되는 개인소득 평균수준으

로 인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연방주 의사의 진료비 총액은

약 8/7oo백만 유로가 상승하게 되었다.

巨 이 법은 또한 2關2년부터 2o撚년까지 신연방주 의료보험에 약 6%의 진료비

인상을 규정하고 있다. 인 진료비 인출 즉 의사의 소득지급분 인상으로 인

한 재정부담은 각 의료보험 기타 서비스 비용감소와 각 연방주의 기타 소득

으 로 상쇄할 수 있도록 하되/ 진료비 인상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2oo2년부터 2oo4년까지 신연방주에 의사 소득지급분

으로 총 lU8,400만 유로가 추가 책정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그러나 2oo3년

제정된 보험료 안정법(일명 /제로섬 방안)의 대상인 의사, 치과의사, 의료시

설 진료비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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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보험기관의 진료비 지출 통계를 보면 이미 이 법 규정의 효력을 발견

할 수 있다. 2oo2년 신연방주 법정 의료보험기관의 진료비 지출이 보험가입자 개

인당 5.9% 늘었고 2oo3년에도 3.6% 증가했다.(응급치료 시) 이러한 증가세는 같은

기간 구연방주 진료비 지출 (2關2년 l.3한 2oo3년 z5%) 증가세를 뚜렷이 상회하는

수치다.

자유직으로 근무하는 조산원의 수입상황도 개선되었다. 2o撚년 7월 24일 발효된

산파 소득규정 4차 개정법에 따르면 법정 의료보험제 틀 내에서 이루어진 조산원

의 출산보조비는 기존보다 평균 6.5% 높아졌다. 이러한 조산원 소득 개선은 궁극

적으로 출산보죠업무의 전반적 수준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주치의 공급현황

신연방주 지역은 전반적으로 응급진료 서비스가 원활하다. 전문의 진료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신연방주 의료상황 개선안에서도 공급과잉을 보이는 의료분

야는 제외되었다. 신연방주 주치의 공급 역시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 통계

수치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신연방주 지역별 주치의 공급비율은 환자 l만 명

당 의사 7.2l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거나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브란덴부르크 환자 l만명 당 주치의 7.o6명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환자 l만명 당 주치의 7.誇명

작센 환자 l만명 당 주치의 7.3o명

작센-안할트 환자 l만명 당 주치의 7.關명

튀링엔 환자 l만명 당 주치의 7.關명

그러나 현재 노년층 비율이 높은 주치의 연령구조로 볼 때 향후 주치의 수는 급

감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지역적 공급부족이 예상된다. 법정 의료보험제 현

대화 법안은 이에 대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설 의

료시설로 하여금 국가 의료보험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공급부

족에 시달리는 지역에 한해 의료서비스 안정프리미엄을 제공해 의료진을 확보한다

든가 하는 대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적 의료서비스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된 의료서비스 센터 설립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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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료공급 상황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연할주전문가 위원회가 설

럽되어 의료공급 상황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 전문가 위원회 연구

결과보고서는 2oo4년 후반기 출간될 예정이다.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촉진 방안

급성질병/ 응급치료 분야의 만성적 투자부족 문제는 l誇억 유로 규모의 신연방

주지역 의료시설투자를 통해 대부분 해결될 수 있었다. 당초 2o撚년 말까지로 계

획되었던 본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정부는 l995\I~2001년에 걸쳐 매년 3U5/800만

유로를 신연방주와 베를린 지역(구 동베를린 구역)에 지원했다. 신연방주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유사한 규모의 재정지원출 각의료보험기관은 간호보험和零versicherung)
에 연간 lU7,900만 유로를 지원하는 형태로 본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이러한 투자

지원은 신연방주 노동시장에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는바, 투자액 l關만 유로 당

3-4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이다.

2oo2년 l월 l일 동서독 연대협약 지속을 위한 법률(sFG)이 발표되었다. 이 법안

은 무엇보다 동독재건 투자촉진법과 의료시설투자프로그램의 범적 근거인 의료보

험구조법 제 l4조를 개정한 법률이다.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의료보험구조법 제 l 4

조가 정한 특수목적용 연방재정지원금인 3U5/800만 유로를 2oo2년-2o撚년 동안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독재건 투자촉진법에 의해 지급되던 연방예산은

개정법에 따라 2oo2년 l월 l일부터 2oo4년 l2월 3l일까지 특별수요 연방지원금으

로 신연방주 지역과 베를린에 지급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신연방주 지역은 자금

사용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졌으며 특별수요 연방지원금을 통해 현 의료시설 투

자부족 사태를 자력으로 해겯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의료보험구조법 제 l4조는 2ol4년 말까지 간호보험에 대한 투자액을 확충

할 것과 다양한 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발족할 것을 명시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는

바, 본 규정은 신연방주재건 투자촉진법에 의해 변화되지 않고 상황에 맞추어 지

속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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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D 지원법 (Anti-D-Hilfegesetz)

연방정부는 안티醫(Anti-D, 의약품 혈액형 惡-인 산모가 Rh1h인 태아를 임신했을

경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투여하는 의약飾 지원 및 c형 간염환자 지원법 (안티

醫지원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해당 산모 및 환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2ooo년 8월 ll일 공표된 이 법률은 공표 초기부터 각 연방주에서 빠른 속도로 적

용되었는데 2ooo년의 경우 산모 및 환자에게 지급된 지원액은 총 87U6,200만 유

로에 달했다. 이 중 料억3/8oo만 유로는 일시출 l6U2/400만 유로는 단계별로 지급

되었다. 여기서 연방정부는 일시불 지원금의 전액과 단계별 지원금의 절반을 부담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법률 발효 당해에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2ool년(24억l/l關만 유로) 이후 2oo2년(21U4/500만 유로), 2003년(l9억9/2關만 유로)

로 꾸준히 감소했다.

표 2o: 안티 D 지원범

안티D 지원법

(2ooo년 l월 l일 발郵

해당년도 일시불 지원금 단계별 지원금

71U 3,800만 유로 i6억 2)切o만 유로

594,000 유로 l8억 l,7總만 유로

149,000 유로 i9U 9,600만 유로

51,000 유로 l9U 4,100만 유로

간병보험를legeversi由en 및) 지원

연방정부는 간병보험법 제5및조에 따라 l野5년 이래 응급 및 입원환자 의료서비

스 수준의 조속하고r 지속적인 개선과 구동서독 지역 의료수준 평준화를 위해 를二

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_S. 2002년까지 시한을 두고 매년 약 4억9oo만 유

로를 지원할 것을 계획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2ooo년 연방정부 예산 긴축정책

의 일환으로 지급 중단되었으며/ 2關2년까지 지급예정이었던 총 2U2,100만 유로도

동겯된 상태인 채/ 2o撚년 당해 수요에 맞추어 지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연기

에도 불구하고 총 33억 유로라는 지원규모에는 변화가 없다.

간병보험에 대한 재정지원규모는 각 연방주의 주민 수에 따라 결정된다.(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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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구 등베를린 지역 주민 수만이 통계에 사웅된다)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계

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최대 關料까지 지원할 수 있다. 주정부는 나머지 2o%를

주정부 예출 해당 주 내 각종 투자액/ 혹은 지역구 예산액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

러한 재정분담을 통해 l995년부터 2oo3년 말까지 신연방주 지역에 8o6개에 달하는

새로운 간병시설이 신설되었다.

이밖에도 연방정부는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 프로그랩의 일환으로 l99l

년부터 95개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 약 8,olo만 유로(2oo4년 8월 기준)의 예산

사용을 승인했는데/ 이 금액은 신연방주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파트타임 간초직 小

입원환자 간호시설/ 임종환자시설(호스피스)의 신설/ 개선 등에사용될 예정이다.

9.3. 연방군 소속 의료시설

베를린 연방군 부속병원 / 샤리떼(Chari理)의대 교육병원

베를린 연방군 부속병원은 연방군 소속 여타 의료시설과 마찬가지로 민간인에게

도 개방된다. 부속병원 행정부의 병실 계회안에 따르면 병원 내 침대 총 368대 중

거의 절반 가량이 민간인 환자에게 배정되어 있다.

베를린 연방군 부속병원에는 매년 약 l만 명 가량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데 이

중 약 4,ooo명 정도가 민간인이다. 군인은 매년 약 7만료ooo명 가량이 전문의 병동

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 약 l2o명의 의사와 2關명의 간J7小 간호요원 (민간소

출 군소속 요원)이 부속병원에 상근하며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를린 연방군 부속병원은 베를린시의 공공 의료시스템에 소속 .통합되어 있다.

또한 베를린 연방군 부속병원은 의대생들의 실습장으로서 l野4년 유럽 최대 대학

부속병원인 샤리떼 의대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샤리떼 의대와의 협력

강화는 연방군 부속병원 의료서비스 최적화의 핵심 사안이다. 이 이외에도 연방군

부속 병원는 별도의 간호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간호학교는 세 등급의 교육

과정에 걸쳐 총 3o명의 민간인/ 45명의 군 출신 후보자를 간호사, 간호요원으로 교

육시켜 간호국가고시를 치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은 후에 다른 병원에 수용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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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등급 외(4등급) 간호교육은 긴급구조요원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베를린 연

방군 부속병원 간호학교는 베를린 소방대와 협력하여 매년 l弱명의 구조의료요원

을 양성하고 있다.

라이프치히 연방군 부속병원 / 라이프치히 교육병원

2oo3년에는 라이프치히에 최신시설을 갖춘 연방군 부속병원이 신설되었다. l56

개의 침대/ 병실과 응급실을 갖춘 전문병동 4동 및 전문의 응급치료만을 담당하는

특립 전문병동 4동에서는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병원의 또 다른

장점은 전 의료 분야의 통합병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곳에서는 각 의료분야의

전문의가 한 팀을 이루어 서로의 전문지식을 나누며 환자를 진료, 치료하고 있다.

연방군 부속병원은 일반인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실제로 많은 민간인

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연방군 부속병원은 긴급구조 앰뷸런스 시스템도 갖추고

있으며/ 북(北)작센 지역/ 라이프치히 시의 긴급구조 서비스 연합 시스템에 통합되

어 유기적인 지역연계가 이루고 있다. 병원에는 또한 헬리콥터 착륙장도 마련되어

있어 신속한 구조 및 치료를 돕고 있다.

l998년부터 연방군 부속병원은 라이프치히 대학 소속 교육병원으로 지정되어 의

대생을 위한 교육 실습장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정기적인 의대생 교출 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소속 의사, 간호사, 간호요원, 의료보조요원 자신들도

최신 의료지식을 익히고 최상의 의료수준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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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농촌개발

연방정부는 앞으로 신연방주 경제, 복지/ 문차 환경 분야의 당면문제를 해결하

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연방주 농촌지역의 소득창출과 노동의

안정을 통해 이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연방

주에 있어 농업은 예나 지금이나 산업의 척추역할을 하며 노동시장 안정에 큰 기

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농업만으로는 이 지역 경제구조를

튼튼히 꾸려나갈 수 없다.

최근 베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브란덴부르조, 작센-안할트를 포함한 몇몇 농촌지

역은 노령화와 노동력의 도시 이전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현상으로

농촌지역 공동체 유지는 물출 학를 상점/ 음식점/ 수공업 및 교통 등 지역시최 구

조가 붕괴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주택 및 건물철거/ 지역 인프라 개발의 느린 진

전이 지역사회구조 붕괴를 상징하는 증거들이다. 설상가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충의 도시로의 이주 현상이 여타 연령/ 교육 충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실정이어서 농촌지역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를 불

안하게 하고 있다. 이미 몇몇 농촌지역에는 농업구조를 이어갈만한 청장년충이 전

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농촌지역의 강점과 특징을 살려

야 한다. 농촌지역을 보다 살기 좋고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 이

외의 산업에서도 보다 많은 부가가치생산 및 노동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방정

부는 각 연방를 지자체와 협동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

침이다.

巨 농촌지역 생활수준 유지 및 향상

巨 농촌지역 노동 및 안정적 소득 창출

巨 농촌지역 자연자원의 유지 및 확보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각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과 네트워조리지역 경제

발전 촉진책/ 노동시장정책, 농업/ 교통/ 환경, 건설, 도시개발 정책등), 각 지역 책

임자, 지역 단체 간의 협력강차 각 지역 독자적 의지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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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 .1 . 개발지원책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농촌구조 개선 및 해안지역 보호(GA碑라는 2o撚 공동 S E

로그램 기본안을 통해 범분야적, 범구역적 개발 시책을 마련했다. 이 시책은 특히,

신연방주 구조개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책을 통해 기존에는 행

정구역 별로 획일적이던 개발 지원책이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 지원책으로

대체되었다. 신개발지원책에서는 각 행정구역에 흩어져 있던 농촌지역이 하나의

개발단위로 간주된다. 통합적 농촌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발원칙에 따라 마을 현대

차 강 .하천청수 도로건설 및 농업구조개선 등 일련의 개발시책이 각 농촌지역에

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게 핀다. 이러한 신개발지원책은 기존 지역경영과 농촌개

발 프로그램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이다. 이 새로운 개념은 각 지역이 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되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적 농촌개발 지원책

을 통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각종 지원책을 보다 체계적으료 통합하

여 농촌개발이라는 목표에 보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개별

지원책이 해당 지역 상황과 목표에 맞도록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 지원책은 '지역개발은 내 손으로- 농촌이 미래를 결정한다' 라는 시

범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적으로 그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속개발

전략 시범 프로젝트의 명목으로 전국 l8개 지역에 2關2\I~2005년 사이 4,55o만 유

로를 지원했다. 시범실시지역은 바르님 우커마르를 메클렌부르크 호수 파상지(波

狀地)/ 오더강 하구(料 a)/ 뤼벡 만(를| 일부지역/ 알트마르크/ 작센 슈바이츠/바이

서리츠 및 아이히스펠트 등 신연방주 7개 지역이 대상이다. 연방정부의 지원은 각

분야, 지역이 합동 실시하는 통합적 지역개발 프로그램 추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범지역이 통합적 농촌개발과 도시-농촌 연대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역개발은 내 손으로'라는 프로젝트의 새로운 아이

디어가 G A K 프로그램 내 통합적 농촌개발 지원책에 대폭 수용됨으로써 신연방주

지역 내 여타 농촌지역에도 새로운 개발기회가 열린 셈이나 마찬가지다. 향후 본

프로젝트 운영과정에서 각 지역의 잠재력이 십분 활용되고 지역의 자력갱생을 위

한 구체적 촉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GAK프로그핀 명목으로 2oo3년 한 해 신연방주 지역에 약 2억3,l關만 유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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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예산이 책정되었다. 여기에 각 주정부의 지원액을 합할 경우 GAK운영 총 예산

규모는 약 3U8/200만 유로에 달한다.

2oo4년의 경流 연방정부의 GAK프로_7램 지원비는 7U1,600만 유로였다. 이 중

2U3/800만 유로가 신연방주 지역에 책정되었다. 주정부의 추가지원액 규모는 약 l

억5,ooo만 유로였다. 이 프로그램 추진에는 유럽연합의 재정지원도 큰 를을 담당했

다. 유럽연합의 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GAK프로그것의 대부분 프로젝트가 유럽연

합의 재정적 지원을 승인받았기 메문이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율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2oo3년의 경우 유럽 집행 및 보장기금(EAGFL) 집행 분과에서 구조조정 지원 명

목으로 신연방주 지역에 약 5억 유로가 지원되었다. 이 지원금은 특히, 농촌지역

장점개발 및 통합발전(농촌개및 그리고 농업지대 다목적 개하경쟁력 제피을 위

해 사용되었다.

그 밖에도 E A G F L 보장분과에서도 신연방주 지역에 약 lU7,000만 유로를 지

원했는데 이 지원금은 농업환경개선 및 자연조건 불리지역의 개발을 위해 사용

되었다.

유럽연합 구조조정기금에서는 '리더☞린D麗?)十'라는 공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

로 2oo3년 한 해/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창의적 모범 프로젝트에 약 2/o關만 유로

를 지원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각 지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신기술「/

/생활수준 향출/ /지역특산품 및 서비스 개빌/ '자연과 문화 및 '독일/ Eu회원국

내 타 지역과의 협동촉잔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농촌지역 노동창출에 큰 를

을 담당하고 있기 매문이다.

연방정부는 2oo7년~2敵7년에 결쳐 제2차 지원기간동안 유럽연합 구조조정기금이

최저개발지역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2oo6년 이후

에도 신연방주 대부분 지역에 최대 규모의 지원액이 투입될 것으로 전방하고 있다.

2007-2駱3년에 걸친 제2차 기간에는 농촌개발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들은 유럽

구조조정기금(E照E? Es碑이 아닌 독립적인 기를 즉 유럽 농촌지역발전기금(EI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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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지원 .추진될 것이다. 또한 기금은 단일 프로그램漆 재정관리와 관리시스

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동시에 지금까지 제l목표 지역에 책정되어 있던 EAG F L

집행분과 지원금은 농촌개발을 위한 농업기금으로 이전되어 기존 정책지역은 지속

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본 통합운영정책은 지역특성 육성 및 통流 합동 운

영이라는 리더+ 이니셔티브의 운영원칙을 전수받아 기존 프로그램보다 더 효과적

으로 개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아직 미결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나

Eu집행위원회의 이와 같은 운영원칙은 신연방주 지역개발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1o.2. 농업개혁 실천방안

2oo3년 6월 E u 공동농업정책이 근본적으로 개혁되면서 신연방주 농업정책도 새

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로써 신연방주 농업은 시장중심적 구조로 전환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 협상과정에서는 신연방주가 당면한 특수상황이 반영됨으로

써 개혁안에 따른 면적기준의 지원액 결정이 신연방주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게 되

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Eu 보리 생산지원 중단이 독일/ 특히 신연방주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서도 Eu는 신연방주에 기존보다

lo% 높은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연방주 특수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이

지원금 중 최소 lo% 정도를 기존 보리 재배지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개발 프 z _그

램에 투입될 전망이다. 농업개혁의 독일 내 적용에 있어서도 연방정부는 신연방주

의 경제/ 역사적 특수상황을 십분 고려하고 있다.

1o.3. 구 채무 청산

연방하원은 통일에 따라 농업분야에 협동농장 후속기업의 구 채무 청산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농업분야의 기업부채를 조속한 시일 내 청산하고 상응하는

경제적 능력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구 채무 청산을 위한

법적 조치가 신연방주의 개선된 경제상황에 맞추어지고 통일된 청산절차가 확정되

어야 한다.

2o撚년 6월 25일에 제정(민법 제2권 l389쪽)되어 2o撚년 7월 l일 발효된 부채청

산법률은 기존의 과도한 부채상환제를 축소하고 약 l5oo개에 달하는 신연방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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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이 자발적으로 부채상환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출을 담고 있다. 부채상

환액은 각 기업이 제출한 부채상환 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되,

부채상환의 지원중립성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은 부채청산 법

률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은 지금까지보다 강화된 상환조건에서 매년 기업이윤의

일부를 부채청산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범를은 채무자의 경제적 이해와

국가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현실적 방안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새로운 법의 실천을 구체화할 시행령 제정을 위한 최종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행령은 2o撚년 가을 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해당 기업들은 정해진 기한 내 기업이 처한 개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부

채를 청출 궁극적인 해결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1o.4. 토지매입

유리한 조건의 토지매입이 토지배상 및 반환에 관한 법률(EALQ에 따라 2oo3년

한 해와 2o撚년 6월 3o일까지 가능해 짐에 따라 이에 대한 큰 수요를 나타냈다.

위 기간 동안 E A L G 법안이 정한 토지매입 특혜조건에 따라 토지사용 및 관리 주

식화神린G)가 매각한 토지는 농지 59,695 헥타르와 삼림48,000여 헥타르에 이

른다.

이 외 EA淺에 따라 5만 헥타르까지의 자연보호구역 상급(上經)토지를 신연방주

혹은 각 주정부가 정하는 환경보호단체나 재단에게 무상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적극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이미 본 범안에 따라 Bv v G는 약 6,600 헥

타르의 자연보호구역 토지를 신연방주에/ U 5/380헥타르의 토지를 환경보호단체와

재단에 무상 지급했다. 2關l년 자연보호구역 무상 제공안이 실시된 이래 2oo4년 6

월 3o일까지 B v v G 이 제공한 토지는 약 25/000 헥타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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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에너지와 환경

11.1. 에너지 정책

신연방주 지역은 천연가측 석유f 갈출 석탄 및 재생에너지가 균형을 이룬 현대

적 에너지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급구조도 이미 시장경제체제를 갖

추고 있다.

갈탄을 이용한 전력생산

통일 후 갈탄 산업분야는 근본적 구조조정을 경험했다. 과거나 지금이나 신연방

주 지역의 주요 경제분야치 하나인 갈탄산업은 신설 발전소 가동과 갈탄산업 현대

화 프로그램에 힘입어 l999년 이후 4년 연속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2oo3

년 갈탄 채굴량은 7,9o4만 톤에 달했는데, 이전에는 통일 후 갑작스런 구조조정으

로 l989년 3억 톤에서 l999\I 6,500만 톤까지 감소한 바 있다.

지난 몇 년간 갈탄의 환경친화적 사용에 큰 성과가 있었다. l999년 갈탄 사용

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독일 전체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料%를 차지했으나, 오늘

날 그 비율은 22%로 크게 줄어들었다. 갈탄산업은 l990U-2003년 사이 독일의 에

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l4.9%나 감소시키는데(추정 통계자료) 기

여했다. 이 중 갈탄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약 47.6%나 감소했는 데, 갈탄

산업은 독일의 교토의정서 준수에도 혁혁한 공을 세운 셈이다.

43%의 전력생산성을 자랑하는 신설 갈탄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발전소에서는 갈탄을 가장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 방식으

로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내 유친 질소를 걸러낼 수 있는

최신식 여과기를 갖추고 있다,

2關2년 한 해 신연방주에는 시간당 약 lo5테라와트(twh)의 전력이 생산되었는

데/ 이 중 3분의 2가량이 신연방주가 자체 생산한 갈탄을 이용한 발전이었다. 여기

에는 파텐활 유럽주식회사☞attenfall Europe AG, 2002년 설립) 중심 역할을 했다.

이 회사는 연방정부로부터 갈탄을 사용하여 2oll년까지 매년 시간당 5o테라와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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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신연방주에 공급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2關2년 57.6테라와투

2oo3년에는 58테라와트가 공급되어 주어진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다. 이와 같은 전

력생산은 신연방주 지역 갈탄 채굴지역과 전력 생산지역의 장기적 취업안정에도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다. 2oo3년 말 현재 관련 지역에서는 약 lU-1/500명이 갈탄산

업에 종사하고 있다. 갈탄산업은 신연방주의 경쟁력 향상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신연방주 지역에도 재생에너지 생산이 상승일로에 있다. 예를 들어 지난 몇 년

간 신연방주에는 총 5,l2o개에 달하는(2o撚년 6월 3o일 기준) 풍력기가 설치되어

총 5,662메가와트燎撚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전 독일 풍력생산 전력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풍력발전소에 의한 전력생산은 2oo2년 시간당 약 5.7테라

와트에 달했다. 이는 신연방주 전체 전력생산에 5.4%를 차지하는 양이다. 이 이외

에도 농촌구조 개선 및 해안지역 보호(GA때 공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재

생에너지법과 연방정부의 시장도입 프로그램, 농업투자촉진 프로그램(AFp)을 통해

신연방주에는 바이오 가스생산 및 사융이 크게 확대되었다. 재생에터지 산업은 를z

동시장 상황개선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2oo2년 기준,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는 독일 전역에

걸쳐 약 l2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중 상당부분이 신연방주 지역이었다.

2oo4년 8월 l일발효된 재생에너지법 개정법(I選G)은 독일내부적으로도 이미 연

간 l關억 유로의 이윤을 창출하는 흑자산업인 재생에너지/ 즉 태漆 풍력/ 수력/ 지

력/ 바이오 에너지 산업에 지속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다. 동시에 이 개정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독일의 효율적 환

경보호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독일 산업의 혁신책이자 독일 환경기술

수출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효율적 전력생산

신연방주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현데적인 발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주로 천

연가스 연소방식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은 2002\f[ 2,200메가와트에

달했다. 이와 같은 발전소들의 연평균 가동시간은 4,ooo시간으로 연간 총 수요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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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3%을 공를 신연방주 내의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전력생산에 한 몫을 하

고 있다.

그라이프스발트 지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l/2oo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가 건설

될 예정이다. 건축 시기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천연가스 조세감축 조치를 승인함으

로써 더욱 앞당겨질 전망이다. E u 환경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 조세감

축 조치는 전력생산성 57.5%를 증명할 수 있는 고효율 화력발전소에 한해 사용 천

연가스에 대한 조세를 감면해 주는 조치다.

1 1 .2. 온실가스 방출권 거래

온실가스 방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Eu지침에 따르면 모든 Eu회원국은 2oo5년 1

월 l일부터 온실가스 거래제도를 도입할 의무를 지게 된다. 회원국 내 발전소 및

특정 산업시설 주체는 이 제도를 도입 .실시할 의무를 진다. 도입 초기, 온실가스

방출 허가증은 극소량의 방출량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배포되나, 그 후에는 Eu역내

의 시장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방출권 거래제도는 E u 와

Eu회원국이 교토의정서가 정한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독일은 2oo2년 4월 24일 E u 회원국 간 합의된 Eu목표량 분담원칙에 따라

2008\I~2012년 사이에 이산화탄소(CQ,), 메탄(at), 아산화질소(NzO), 헥사플루오

린화황(SFe)/ 블염화탄화수소(HFKW/FKW: 프레온가스 성분)의 방출량을 l99o년

대비 2l%를 축소시킬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러한 거래제 도입은 엄격한 방출량 제한을 통해 기후변화 방지 목표량을 달성

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다. 온실가스 방출량 거래제는 여타 대책과 비교하여,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인 동시에, 감축목표량을 보다 정확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

는 조치이다. 이산화탄소 방출 한도를 지정해 방출허가증을 유상 발급하는 이 제

도는 발전소, 산업시설 운영주로 하여금 저비용으로 온실가스 방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하는 환경보호 방안이다. 그 과정에서 누가, 어디서/ 얼만를 어느 정도의 기

간 동안 온실가스 방출을 감축할 것인가는 시장경제원칙에 맡긴다. 글 발전출 산

업시설 주체는 자체 방출량을 줄여 교토의정서가 정한 소정의 온실가스 방출권을

발급받든지/ 혹은 방출량의 감축없이 타 운영 주체가 발급받은 방출권을 일정한

금액으로 구입하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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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oo5년 l월 l일부터 적용될 온실가스 방출권 거래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했다. 연방정부는 온실가스 방출권 거래제 Eu지침 실천을 위한 국내법

차원에서 2oo3년 l2월 온실가스 방출권 거래법에 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연방하

원은 연방상원과의 합의중재과정을 거쳐 2oo4년 7월 이를 승인, 공표했다. 또한 연

방정부는 독일 국내 온실가스 방출량 분담계획안을 제정해 각 행정구역별 감축목

표량을 정하고 각 기업에게 방출권을 발급하는 데 기초가 되는 법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는 다단계에 걸친 포괄적 투자로 이미 상당량의 방출량 감

축을 달성한 신연방주의 지역적 특성도 십분 고려되었다. 예를 들어 l994년 이후

가동에. 들어간 현대적 산업시설은 향후 l2년간 감축의무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硝誰 이상의 방출량 감축을 보이는 환경친화적 기업에 대해서는 2敵2년까지 의무

가 면제되도록 했다. 또한 과거 환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사의 환경효을성을

제고시킨 기업은 기 투자분을 방출량 감축을 위한 초기투자로 인정하고 있다.

2/35o개에 달하는 방출권 거래 의무기업 역시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방출량 분담계

획안 실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온실가스 방출량 분담계획안은

연방내각이 2oo4년 4월 2l일 합의하고 연방하원이 2o撚년 5월 28일 제2/ 3차 심의

과정 끝에 승인한 온실가스 방출권 발급법의 기본 틀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연

방내각은 2oo4년 7월 28일 방출권 발급에 관한 법 규정을 새로이 마련해 방출권

발급법안을 구체화했다. 온실가스 방출권 발급 신청은 2oo8년 8월 말 시작될 예정

이다.

기존기업의 추가시설에 대한 방출권 발급에 있어서는 에너지 산업과 환경정책의

이해가 충돌했는데 여기서도 신설 추가시설이 많은 신연방주 지역의 에너지 산업

도 만족할 만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새로운 법 규정에 따르면 전력

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모든 추가시설은 다음과 같은 산출범에 의해 방출권을 발급

받게 된다. 글 축전형 발전소의 경를 lkw/h 당 이산화탄소 7弱g이라는 최대 한

계치를 정해놓고 이 한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생산 전력 당 는생 이산화탄소

량과 전력생산 당시 발전소 가동력을 곱하는 것이다. 다인 이산화탄소 방출 최대

한계치는 l4년간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산출템적에 따르면 화석연료를 사용하

는 현대식 발전소가 전력생산 중 방출하는 온실가스 방출량의 평균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평균치에는 사용연료의 시장가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 규정은 기존시설의 대체시설에까지 적용함으로써 신연방주의 갈탄발전소

가 독일 에너지산업 다양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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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적인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연방정부는 실

천 주체가 될 담당기관의 체계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향후 온실가스 방출권 거래

의 총괄운영은 연방환경청 내 독일 온실가스 방출권 거래소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11.3. 환경유해 산업시설의 현대화

신연방주의 환경유해 잔여 산업시설의 현대화에 대해 연방정부와 신연방주 정부

는 l992년 l2월 행정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통일 후 위탁경영된 신연

방주 기업이 신탁기간만료 후 시설현대화가 필요할 경우 연방정부가 소료비응의

關料글 주정부가 切誰를 각각 맡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시설현대화가 대규모 프

로젝트가 될 경우 연방정부의 부담분은 더욱 커지게 된다.(연방정부 汚識 주정부

25%)

그러나 비용부담은 차출 주정부의 몫으로 코게 옮겨가고 있다. 연방정부는 l999

년 튀링엔 ;를 2ool년 작센-안할트 T를 2oo3년 l월 l일에는 메글렌부르조-포어폼머른

주와 각각 환경유해 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한 일반협정을 맺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든 신연방주 환경 유해 시설 현대화에 드는 비웅을 각 주정부로 이전하고 있다.

브란덴부르크f 베를린/ 작센 주의 시설현대화 작업 역시/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

이다. 이 중 작센주는 연방 통일특별과제 담당청(Bvs)과 환경유해 시설현대화 비용

과 관련하여 총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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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환경유해 산업시설 현대화 프로젝트

9를 연방 통일사후문제 관리청

환경보존 및 환경유해 산업시설 처리 분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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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D 繼 이 그림에서 프로젝트 의무부담은 총괄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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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갈탄지역 재개발

지역적으로 넓게 자립잡은 신연방주 갈탄광을 포출 갈탄 정제시설은 환경에 막

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환경유해 갈탄지역의 재개발 작업은 통일 직후 연방

정부의 고용 창출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를 l993년 이후부터는 연방정부와 갈

탄생산지역 주정부 사이에 및어진 환경유해시설 재개발 규정에 관한 행정협정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l99o년 이후 연방 및 주정부 예산 약 理억 유로를 폐쇄 노천광의 안전문제와 재

활용화 작업에 투입했다. 현재 이 작업의 5분의 l 가량, 특히 비탈 낙석방지/ 폐광

입구 차인 피복층의 안전이동 및 산적/ 가동중단 석탄공장 및 발전소 안전철거 등

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2關3년-2關7년 사이 갈탄지역 재개발에 책정된 예산은 l4억 유로로, 연방정부와

갈탄 생산지역 주정부가 각각 7料6 25%를 분담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노천광 지역 지하수 재개를 위해 각각 l억 유로씩을 공동부담하기로 결

정했다. 여기에다 갈탄 생산지역이 소재하는 주정부는 2oo7년까지 갈탄광 지역 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추가분 lU7,500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갈탄지역 재개발

을 위해 투입된 자금은 2oo3년 한 해만도 총 4U1,700만 유로에 달한다.

갈탄지역 재개발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자는 연방정부 소속 라우지츠 중부 탄광

관리주식회사단MB적이다. 이 기업은 현재 8oo명의 직원을 갖춘 전문기술기업으로

경제성을 인정받고 있다. DV B V는 2oo3년 55명의 청소년에게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이 기업은 직업교육 분야에서도 라우지츠 및 중독일 갈탄광 지역 최

고의 선도기업 역할을 맡고 있다.

갈탄지역 재개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탄광지역 지하수 문제가 핵

심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갱구 지하수의 흐름 재개/ 탄광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및

지하수 부족문제 해결 둥이 관련 현안이다.

갈탄지역 재개발과 관련해 2oo3년 한 해 다음과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

를 약 6천만 입방미터의 피복층 토지/ 암반이 이동처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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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약 lo만 톤의 탄광시설이 해체, 철거되었다.

를 약 3/7關만 입방미터의 갱도가 폐쇄/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취해졌다.

를 44o헥타르의 탄광 토지가 농업/ 임업용으로 재개발되었다.

巨 3U6,000만 리터의 탄광지하수가 인綠 정제되었다.

巨 6o킬로미터에 달하는 경제도로가 신축되었다.

巨나무 35o만 그루(이 중 3분의 2는 활엽수림)가 새로이 식수되었다.

巨 拓곳 탄광 중 34곳에 지하수 흐름이 재개되었다.

巨 과거 l/2o7만 리터에 달하던 지하수 부족량이 5弱만 리터로 크게 감소했다.

를 약 8/ooo 헥타르의 탄광 토지가 기타 용도로 매각되었다.

2oo3년 6월 3o일 LMBv는 잘레(sa띤e) 강에서 끌어온 용수로 전 탄광지역의 가

이젤 계곡 호수 재활작업에 착수했다. 이로써 이 지역은 작센-안할트 지방 최대의

호수이자 독일 전역의 최대 인공호수지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2oo3년 9월 l3일

라이프치히 시 남쪽에 위치한 슈퇴름탈 호수의 재활작업도 시작되었는데 여기에는

근처 노천광의 물줄기가 사출되었다.

2oo3년 L M B v는 브란델부르크 주 내 두 개의 기존찰광지역을 새로운 산업단지

로 개발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를 기반으로 신연방주 브란덴부르크 주에 새로

운 산업시설이 들어서면 이 지역 새로운 고용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7: 그라이펜하인 노천광

t.

그라이팬하인 노천광 l995년 그라이팬하인 노천광 2oo3년

폐광지역의 재개장 현대화에는 광업종사자들의 지속적 도움이 있었다. 이와 같

은 도움 덕분에 라우지츠와 중부독일 탄광지역은 오늘날 매력적 모습으로 거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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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지역 주민들도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된 폐

광지역 재개발의 이득을 차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갈탄지역 재개발 사업은

독일 산업사에 있어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성공할으로 남게 되었다.

11.5. 방사성 방출시설 폐기

연방정부 소속 공기업인 비스무트 주식회시린切smut Gmb린는 l99l년부터 정부

의 위임을 받아 작인 튀링엔 지방에 소재한 신연방주-소련 합동 우라늄 탄광시설

을 철거/ 재개발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방시성 물질과 기타 유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토지와 시설을 재개장 현대화하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구 밀집지역인

지역 주민에게 다시금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이와 관련된

비용의 일체는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재개발 작업의 3분의 2가량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이에 소요된 정부예산은

약 42억 유로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해당지역 방사성 및 기타 독성물질 등 환경

유해요소는 크게 감소한 상태다. 더불어 기존 탄광지역의 경제, 주거환경 개선의

기본조건이 마련되었다. 비스무트사 지휘아래 재개발된 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

되기 위한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2oo7년 게라-론네부르크 지역에

서 개최되는 독일 전국 정원 박람회(BUGA)는 재개발된 기존 폐광지역의 상당부분

이부지로 사용될 것이다.(론네부르크 신부지)

오늘날 2/4oo명의 직원을 거느린 비스무트 주식회사는 독일경제 전반에도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스무트사는 매년 3oo명의 청소년에게 직업교육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개발 사업의 상당부분을 공개입찰을 통해 해당지역 기업에게

발주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업과정에서 쌓

은 각종 재개발 기술은 자회사인 비스무트 환경기술 주식회사(WEUTEQ가 관리

하고 상품화하고 있다. 이러한 비스무트사의 각종 사업은 비스무트사와 해당 개발

지역의 고용안정과 새로운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직 남아있는 재개발 사업들도 2ol5년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업종

료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사후처리 프로젝트가 이어질 예정인데/ 여기에는 폐광지

역 지하수 범람 및 누수방지/ 재개발 토지의 유지/ 보수작업/ 지속적 환경 감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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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등이 속한다. 또한 l96l년 l2월3l일 이전 폐광되어 비스무트사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구 탄광을 재개발하는 방안도 새로이 마련되었다. U 2003년 9월 5

일 연방정부와 작센 주정부가 구 찰광 재개발을 위한 행정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연방정부와 작센 주정부는 2籠2년까지 총 7r8oo억 유로의 절반씩

을 부담하여 이 지역의 구 우라늄탄광 시설을 철거하고 환경유해 잔유물을 제거하

기로 하였다.

이 협약체결 이전인 2oo2년에 작센 주 요한게오르겐슈타트 및 브라이텐브룬 지

역 위험폐광지역의 안전시설 설치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작업은 2oo3년 한

해 순조로운 진행을 보였고 2oo4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작업 역시 연방정부

와 작센 주정부가 각각 239만 유로를 투자하는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1 1 .6. 자연보호

醫 v v G - 자연보호지구

재산권보완범이 발효됨에 따라 약 lo만 헥타르에 달하는 연방 자연보호지역은

토지찰용 및 관리 주식회사의 토지 사유화 사업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2oo4년 l월 말 현재 주정부, 각종 자연보호단체/ 재단에 무상 제공될 예정이었던

자연보호지역 토지 약 5만 헥타르 중 24,604 헥타르가 소유이전 되었를 2oo4년 말

까지 나머지 토지 중 8/ooo 헥타르가 이전될 예정이다. 추가 무상토지제공 여부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유상제공 예정이던 5만 헥타르의 자연보호지역 중 소유가 이전된 부지는 2oo4년

l월 말 현재 l,olo 헥타르에 이른다.

녹색지대(Griines Band)

2oo3년 6월 연방재무성 장관은 사유지 재청구 소송권이 없는 구 동서독 경계의

녹색지대 부지(구 국경지역 토지법 해당지역)를 무상으로 해당 지역주정부에게 이

전할 것을 공표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주정부가 이에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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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연방정부는 주정부에게 구 국경지대를 따라 형성된 녹색지대/ 즉 환경보

호지역을 전 국토를 가로지르는 자연생태지역으로서 지속 보호할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 셈이다. 각 주정부는 현재 연방정부의 이러한 제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자연보호와 관광산업

관광업은 독일경제의 주요산업 중 하나이다. 현재 약 28o만 명의 독일인이 관광

업에 종사하고 있다. 신연방를 특히 농촌지역의 농업 실업인구는 관광업으로 인해

새로이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신연방주 우커마르크-바르님 지역 l999년 직업조사

결과를 보면 이 지역 노동인구의 lo%가 직간접적으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경관 및 자연보호는 관광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휴가 .여행

연구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여행 추이분석에 따르면 자연을 경험하는 것이 여전히

독일인 여행 동기의 최우선순위로 자리잡고 있다.

자연보호에 있어 중심역할을 하는 것은 대규모 보호지역 규정이다. 여기에는 국

립공원 이외에도 야생생태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이 있다. l995년 독일 전역의 국립

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弱誰가 국립공원 존재여

부가 여행지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대답했으며/ l8%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고까지 대답했다.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는 동독 저축 .대체 은행연합

(06GV)의 지원(l998년 이래) 하에 관광업 지표조사가 있었는 바,여기에서는 무엇

보다도 관광객 를 기호변화 등의 관광적 변화추이가 중점적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시내 관광가이5 지역 사영철도 이외에도 자연정보 센터의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신연방주의 관광산업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연방군의 자연/ 환경보호

연방군 내 국토수호관리청은 연방군 소속부지 중 자연/ 환경유해성 토지를 발

견 .조사 .측정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재개발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l 3 8



l99o년대 초 신연방주 환경유해 토지비율은 구연방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

었으나 수차례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오늘날에는 동서독 토지

환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연방군 소속 지리학자, 신연방주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큰 공헌을 한 바 있다.

환경보호의 핵심은 자연보호와 자연경관관리에 있다.

2oo2년 발효된 군 훈련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연방지침에는 연방군의 자연보

호의무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이 지침은 최신 자연과학 지식 및 사회, 정치 전반

의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제고가 가져올 변화 등을 잘 반영하고 있다.

통일독일 연방군은 구소련연방 및 구동독 인민군(NvA)이 자주 사용하던 군 출

련장을 서독수준의 환경/ 자연친화적 상태로 개선시키는 작업에도 큰 몫을 담당했

다.이와 같은 환경개선 결과 각 연방주는 '자연 20o(r(동식물 서식지ET린 및 조

류보호지역 토지환경조사) 과정에서 여타 지역을 제치고 군 훈련장을 우수환경지

역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이 조사에서 우수환경지역으로 구연방주 47%/ 신연방주

35%가 군 훈련장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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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 예술? 문화f 스포츠

12 .1 . 신연방주 및 구 동베를린 지역 문화지원

연방정부 문화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신연방주 문화시설/ 재단이 국내외적

으로 명성에 걸맞은 시설과 수준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에 걸친

연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신연방주 지역의 문화조건은 크게 개선되었다. .7

러나 연방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문화안건

을 개및 신연방주의 문화창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등대 프로그램

연방정부는 범지역적 문화시설/ 재단 보호에 있어 신연방주 주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2o撚년 7?5oo만 유로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은 신연방주 문화시설 재단은

다음과 같다.

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 프로이센 성 및 정원 보호재단

를 바이마르 고전주의 및 문화재 보호재단

巨 데사우 건축공예학교 재단

를 소르비아(구동독 작센과 브란덴부르크 주에 산재 거주하는 동유럽 소수민를

민족재단

巨 라이프치히 바흐 자료실 보호재단

를 작센-안할트의 루터 기념관 보호재단

巨 슈트랄준트의 독일 해양박물관 재단

巨 할레 지역의 프랑조 재단

를 데사우-뵈를리츠 문화재단

를 바트 무스카우의 쥐클러 영주 공원 보호재단

를 쥐클러 영주 박물관/공원 및 브라니츠 성 보호재단

巨 아이제나흐 지역의 바르트 성곽요새 재단

巨프랑크푸르트/오더 지역의 클라이스트 기념관 및 연구소

를 카멘츠 지역의 레싱 기념관

巨 독일중부 바로크 음악 상설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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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라이프치히 조형예술 박출출 귀스트로브의 에른스트 바르라흐 재단

혹은 할레의 모르츠부르크 재단 등의 문화기구가 2o撚년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연방정부는 프로이센 성 및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정원 보호재단(spsQ에 매년

l,3oo만 유로를 지급함으로써 재단의 최대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l99o년에는

이 재단 보호하의 역사적 성곽 3oo여개와 옛 정원 7諸여 헥타르가 유네스코

(uN麗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통일 이후 sps G 성출 정원의 보수작업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가속화되었

다. 향후 및 년 동안에도 문화재 보호 및 관광상품화 차원에서의 성끓 정원 보수

작업이 sFsG의 주요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마르 고전주의 및 문화재 보호재단 역시도 s腦 G 못지않은 수준의 빅를G로

기념출 성출 공원, 자료실/ 도서관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문화재 기구이다. 연방

정부는 이 재단에 2004U-2006년까지 매년 7點만 유로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2oo3년 l월l일 바이마르 고전주의 재단과 바이마르시의 문화재 보호재단이 합

병함으로써 박물릿 기념출 각종 성인 자료실/ 도서관을 두루 갖춘 새로운 문화

기구가 탄생했다. 이 재단 문화재는 독일정치, 문화의 5oo년 단면사를 잘 보여주

고 있다.

두 재단의 합병으로 기구조직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구조의 내용적 변화를

통해 l99o년대 중심과제였던 국보급 문화재 보호 사업을 계속하는 한편/ 분명한

프로필을 지닌 특성있는 문화재단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변화에는

재단 내 학문자문회의 평가연구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듯 다양화된 재단 사

업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2년에 걸쳐 약 l,6oo만 유로를 추가로 지원하

기로 결정했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문화기구r 시설 중 비텐베르크-아이스레벤 지역 루터재

인 바르트 성곽요새/ 바이마츠데사우의 옛 건축공예학교 건출 데사루뵈를리츠

문화재단의 정원부지가 현재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속하며/ 2oo4년 7월 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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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덴의 엘프계곡과 바트 무스카우의 쥐클러 영주 공원도 새로이 등재되었다.

동독지역 국립문화기구 투자 프로그램

동서독 연대협약 II에 따르면 2ol9년까지 특별수요 명목으로 총 l/o5o억 유로 규

모의 연방 추가지원금이 신연방주에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오랜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프라 불균형과 신연방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

된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사업에는 박물출 콘서트홀, 극출 도서관 등의 문화 인프

라 개선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연방정부는 이 과정에서 독일전역 문화발전에 영

항을 미칠 만큼 명성있는 문화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연방

정부는 우선 '동독지역 국립문화기구 5 자 명목으로 약 6/ooo만 유로 상당의 문화

투자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은 재정지원의 일

부를 부담하는 각 주정부가 수립 .제출하게 된다. 올해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은 문

화시설로는 라이프치히의 그라시 박물출 슈베린의 국립 박물관 다수f 아이제나흐

의 바흐 생가 등이다.

독일 전역 주요 문화시설 목록

문화국으로서의 독일의 자존심을 지켜줄 문화시설과 문화재의 상당부분은 신연

방주에 위치하고 있다. 통일 후 연流 주정를 각종 지자체의 숱한 노고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문화시설의 일부는 아직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문화야말로

경관 .자연보호를 통한 관광육성과 함께 신연방주 지자체의 중요한 발전 잠재력이

기 때문에 '문화 등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2oo2년 l2월 할레 지역프랑크 재단의 전 대표 파울 라베(Prof. Dr. Paul Raabe)

교수는 연방정부 문화 .언른 담당관의 위탁을 받아 신연방주 주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제2차 '문화 등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신연방주에 위치한 독

일권/ 유럽권 주요 문화시설의 목록이 담겨있를 통일 후 연란 주정부 및 지자체

의 문화 인프라 개선노력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특히 국보급 문화시설 목록(극장

과 오케스트라는 제외)은 연방과 해당 주정부 사이의 완벽한 합의를 거쳐 체계적

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2oo2년 가을 라이프치히시 편집국을 통해 '문화

등차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다양한 사진, 그림을 담은 이 서적은 이미 이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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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재판에 들어갈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다. 현재 파울 라베 박사는 이 보고서를

대폭 개정 중이며 2oo5년 가을 개정판이 출간될 예정이다.

기념건축물 및 유적지 보호사업

과거 동독정부는 수십년 간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념건축물 관리를 소흘히 했기

때문에 통일정부가 문화재 관리, 보수라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2o撚년 한 해만도 다양한 문화재 보수 프로그램 명목으로 l억 유로를 지원금으로

책정했다. 수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巨 독일 내 국보급 건축流 고고학 발굴지/ 유서깊은 공원 및 정원 자재보호 및

보수를 위한 '국보급 문화 기념건축물 및 유적지' 프로그램(2o撚년 42건에 대

해 55o만 유로 지원)

巨 각 지방 내 주요 기념건축물 관리를 위한 '기념건축물 보호 및 관리' 프 z L그

램. 이 프로그램의 실행재정은 구동독 정당 및 기구 자산에서 차출되어 독일

기념건축물 보호재단에서 맡아 관리하고 있다.(2004년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 2oo3년의 경우 l關건에 대해 32o만 유로가 소요되었다.)

를 유서깊은 도시 중심지 재친 보수를 위한 '역사도시보를 프로그램. 주요 건축

물/ 기념비의 유지/ 보수, 현대화 및 예술, 도시건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리/

광장 등의 유지/ 재건이 목표

巨 이상과 같은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 신연방주 및 구 동베를린 역시 기념건축

물 보수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차 이는 연방정부가 지향하는 문화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

l9l2년 건축된 라이프치히 소재 독일도서관은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의 독일도서

출 베를린 독일 음악도서관과 더불어 /독일도서찰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국립

도서관이다.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은 제 4차 증축기간 동안 신문 .잡지실이 추가

건축되어 도서관 소장 독일 도서 및 문서 박물관이 도서관 건물로 이전된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슈투트가르트 여류 건축가 가브리엘레 글뢰클러(Gabriele

Qockler)는 l犯6년 건축된 도서관 본관과 l97o년대 지어진 서적탑 측면에 현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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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독립적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설계를 마쳤다. 건물 착공은 2oo6년이다.

연방문화재단

2oo2년 연방정부가 문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던 연방문화재단 설립이 마

침내 이루어졌다. 이 재단을 잘레(sa긴e)강 유역 할레시에 설립한 것은 신연방주에

대한 국가적 책임감을 과시하고 동서독 화합의 문화촉진책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연방정부에게 큰 의미있는 일이있다. 이 연방문화재단은 예술, 문화에 대한 지원

을 통해 독일이 국내외적으로 당면한 문화적 도전과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

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화재단의 주요목표 중 하나는 국제 문화교류의

심화다.

연방문화재단은 매년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재단 성립초기인 2關2

년/ 2oo3년에는 각각 l/3oo만 유로, 2,500만 유로가 지원되었고r 올해 2o撚년에는

약 4,ooo만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의 일부는 각 주정부 문화재던零諾L)이

맡아온 지활사업에도 일부 투입된다.

문화수도 베를런 건설

연방정부는 문화도시 베를린 건설에 활발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과 같

이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하나가 되어가는 시기에 한 국가의 이미지는 그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특성/ 상징에 의해 좌우되기 쉽다. 이러한 상징적 이미지

구축과 문화적 이해를 확산하는 작업인 독일문화정책에 있어 독일 정부는 많은 비

중을 두고 있다. l998년 정권교체 후 새로이 선출된 사민당(spD) 정부는 수도문화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연방정부는 연간 4억 유로가 넘는

자금을 베를린 문화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문화시설 유지의 책임을 다해야 하를 지원 부

담을 진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연방정부는 베를린 유대문화 박출識 베를린 공연

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세계문화의 집 재정지원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수도문화 지원책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바, 이는 그와 같은 지원금이 과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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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주 행정재정의 일부로 홀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문화시설에 전달, 시

설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2oo3년 l2월 9일 연방정부는 베를린 주정부와 새로운 문화수도 건설조약을 체결

했다. 이 조약에 따라 연방정부는 베를린 예술 아카데미/ 독일영화 자료관의 재정

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고/ 베를린 주정부가 2o撚년 l월부터 관여하던 함부르

크 역사(驛舍) 건설비용도 단독 부담하게 된다. 이로씨 베를린주 내 연방정부의 문

화지원폭이 대폭 확데되게 되었다.

연방정부가 베를린 문화시설, 행사 지원을 맡게 됨으로써 베를린 주정부의 문화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베를린 오페라하우스의 개혁/ 보수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

다. 이러한 연방 재정지원을 통해 베를린 주 의회는 '베를린 오페라'라는 이름의

재단을 신설하고 신중한 구조조정을 통해 독립적이고 현대적이며 독특한 예술성을

지닌 건실한 오페라 문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재

정지원은 베를린 주정부로 하여금 수년간 미뤄온 오페라 문화개혁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진제 역할을 한 셈이다.

프로이센 문화재 보호재단

베를린 문화지원의 대표적 성공사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프

로이센 문화재 보호재단이다. 전쟁 중 파손된 택를G토 국립도서관을 보를 재건하

는 데는 건설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큰 노력과 부담이 요구편다. 이 재단은

그와 같은 임무를 담당하는 데 있다. 그 중에서도 일명 '박물관 섬'(베를린 중심지

를 가로지르는 슈프레강 내 섬으로 박물관 밀집지역-역리 내 건물을 보수. 재건

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2oo2년부터 이 지역 보수 및 재건에 소요되는 비용 일

체를 연방정부가 맡고 있다. 연방정부는 소요비용을 각 상황에 맞추어 조정 .책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화유산 보존사업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구동독 및 구동독 국경지역 국내외에 산재해 있

는 독일 역사유물들을 보출 후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연방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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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과제를 담당할 기관들이 신설되고 있는데 그라이프스발트 지역의 를머

른 주립 박물관 및 괴를리츠 지역의 슐레지엔 박물출도 그 중 하나다.

그라이프스발트 시내에 자리 잡을 폼머른 주림 박물관의 건설작업은 연방정부의

문차 방송 담당부서의 재정지원으로 신속히 진행 중이다. 총 다섯 채의 건물 및

외관시설을 포함한 폼머른 박물관은 2oo4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괴를리츠시 역사 중심가에도 연방정부 문漆 방송 담당부서의 막대한 재정지윈

으로 l526년 건설된 쇤호프 성이 박물관 건물로 확장공사 중이다. 완공 후 이 건

물은 괴를리츠 출레지엔 박물관으로 재탄생해 지속적으로 연방정부의 지윈을 받게

되며 술레지엔 지역의 주요 문화재를 선보이는 장기 전시회를 개최하게 될 예정이

다.개관식은 2oo5년 lo윌 l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동유럽 거주 독일인의 역사와 문화를 관리 .보존하기 위한 작업으로

동유럽국과 연합한 각종 세미나와 견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독일 내 관심있는 이

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동유럽 지역 독일 문綠 역사 연구를 위해 포츠담에 동유럽 독일문화포럼(DIa)

이 신설되었다. 2oo2년 l월 l일부터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이 포럼은

동유럽 및 동유럽 중남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연구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특

히/ l9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유럽 지역의 철차 문친 음인 조형예술 등이

핵심 연구 분야다. 또한 독일 및 주변국가 관련 연구기관의 학문연구를 소개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그 외에도 연방정부는 학문 연구를 위해 라이프치히 대학(예술사, 등유럽 및 동

유럽 중남부 지역 내 독일 예술)과 에어푸르트 대학情f冷럽 중부지역의 독일인인

에 관련과목을 각각 신설하고/ 이의 운영에 요구되는 재정적 지원을 5년에 걸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5년 이후 해당과목 운영과 관련된 재정지원은 각 주정부

책임이다.

연방정부는 3차례에 거쳐 포츠담 대학 독일-유태 문화 및 동유럽 역사 과목의

객원교수 임출을 지원했다. 기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라이프치히 대친 포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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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드레스덴 공대 및 베를할브란덴부르크 학문의 전당 등 학를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신청이 신연방주로부터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취

급된다. 여기에 동유럽 이웃국가와의 연합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더욱 특별한 대우

를 받는다. 포츠담 대학과 체코 공화국의 올위츠 대학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올위츠 대학의 학과 신설이 그 대표적 사례다.

연방 영상기록 자료관

베를련에 위치하고 있는 연방 영상기록 자료관은 연방 기록자료관의 부속기관으

로 향후 몇 년 내 코블렌출 달 비 & 호페가르탠 지역의 베를린빌헬름스하겐에 위

치한 산하 영상자료관과 통합될 계획이다. 2關l년 3월 니트로필름 보관소 및 영상

자료 처리실이 건축에 들어갔를 2oo3년 3월 犯일에는 연방 기록자료관 자료의 일

부가 완성된 건물로 이전되었다. 방부처리 및 자료 보를 재생실은 2oo4년 말 완공

될 예정이다. 연방 영상기록 자료관은 영상자료 처리 및 보관만을 위해 설계된 특

수건물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세계 영상자료 보관에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

이다.

제2차 공사기간에는 기밀영상자료 보관실 및 영상기록자료 보관원 사무실이 달

비츠-호펜가르텐에 신축될 예정이다. 베를란기히터펠데에 위치한 연방 기록자료관

본부에도 이와 같은 시설이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공사가 마무리

되면 빌헬름스하겐 및 페어벨핀 광장에 위치한 현 자료관 건물은 폐기될 전망이다.

12.2. 체육, 스포츠

스포츠는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스포츠는 인간과 인간을 만나게 하고

언어/ 피부색/ 종교/ 출신의 벽을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기분을 선사한다. 사

회계층, 성별/ 연령이 다른 이들도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스포

츠는 전문 스포츠나 대중 스포츠나 할 것 없이 사회전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일에서 스포츠는 독일인의 사회/ 문화적 생활에 빠뜨릴 수 없는 삶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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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선수가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 이 선수의 독

일 내 출신지를 묻는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독일선수라는 사

실 하나다. 독일 선수들의 국제대회 성과 이면에는 연방정부의 지속적 스포츠 지

원정책이 있었다. 연방정부는 기본법에 명시된 스포츠 책임분야에 따른 재정분담

원칙에 따라 전문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신연방주 대

중 스포츠 보급상황 개선도 연방정부의 주요 스포츠 지원책의 하나다.

스포츠 시설 구축

연방정부는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巨 전문 스포츠 분야 투자지원

巨 특별 지원프로그램 /동독지역 황금계획/

巨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 및 라이프치히 중앙경기장 현대화 및 개축공사

신연방주 전문 스포츠 분야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l991U-2003년 기

간에 약 2U1,800만 유로의 지원금을 투자했다. 이와 같은 금액은 같은 기간 연방

정부 스포츠 지원 총예산 3U9/730만 유로의 55%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2oo3년에

는 여기에다 약 l/4oo만 유로가 추가지원 되었다.

이상과 같이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연방정부는 신연방주 내 전

문 스포츠 시설의 신축 및 보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라이프치히의 다목적 체

육관 건설(연방지원금 약 8點만 유로)/ 에어푸르트의 스피드 스케이팅 전문연습장

건축(연방지원금 약 62o만 유로) 등이 이의 좋은 예이다.

특별 프로그램 '동독지역 황금계획'은 연방정부의 주요 스포츠 육성책 중 하나로

이미 여러 분야에서 그 결실을 거두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연방주 및 구 동베를린 지역의 대중 스포츠 시설(운글4流 체육관 및 수영차 신

축, 확출 개조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l999U-2003년 기간에는 자체적으로 약

5,5oo만 유로를 지원, 총 2U6,000만 유로에 달하는 외부 투자액을 유치하는데 성

공하였다. 이 투자금은 36o여개의 대중 스포츠 시설 신축, 확장공사에 사용되었다.

이는 본래 주정부 소관인 대중 스포츠 육성에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써 성공을 거둔 좋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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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지역 황금계회'은 2oo3년 마감 예정임에도 연방정부는 2o撚년에도 지속적으

로 5oo만 유로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l999U-2004년 연방정부가 독일

대중스포츠 육성에 투자한 액수는 총 6/ooo만 유로에 이른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낙후되었던 신연방주 지역 기존 스표츠 시설은 새로이 보수되었를

이 지역 스포츠 시설/ 프로그램 수준도 구연방주에 비할 만큼 크게 향상되었다.

프로젝트 선정, 실시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주정부다. 주정부들은 해당 U ~ ~

포츠의 중요성, 프로젝트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동독지역 황

금계회/은 각 주마다 서로 다른 스포츠 시설 구축을 목표로 차별화된 세부지원이

따르게 된다. 예컨대 브란덴부르크 주의 경우/ 쇼규모 스포츠 클럽 건물신축을 주

요 목표로 세운 반면/ 작센-안할트 주는 유사 규모의 지원액으로 대규모 스포츠 시

설/ 행사를 육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환경/ 사회복지도 중요한 프로젝트 선정기준이 된다.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비슷

할 경우 환경친화성, 사회복지증진이 프로젝트 선정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환경친화성이 특별 고려된 프로젝트는 전체의 약 3o % 정도이다. 이들 c 5

료젝트에는 에너지 절약형 난방시설/ 환경친화적 건축자재 등을 비출 경관보호지

역 건축의 경우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고려되었다.

사회복지 기준이 적용된 프로젝트는 전체의 7o%가 넘는다. 이들은 아동? 청소년

의 스포츠 시설을 증강하거나 실업자 고용으로 노동창출 효과를 가져왔던 프로젝

트들이었다.

대중 스포츠 시설 현대화 및 유지는 주정부 책임분야임에도 불구하를 연방정부

도 본 사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제고된 관심은 2001U., 2002년에

걸쳐 지원금을 확대하고 2o撚년 프로그램의 연장 운영 측면을 볼 때 그와 같은 판

단을 내릴 수 있다. 연방정부의 투자는 스포츠 전문인 이외에도 아동? 청소년 스포

츠 육성에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 독일 스포츠계 후진 양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 및 라이프치히 중앙 경기장을 전면보를 개축

함으로써 신연방를 구동베를린 지역도 2oo6년 월드컵 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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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이 공사에 투자한 액수는 2 W O O 만 유로다. 이는 축

구구장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연방정부의 스포츠 지원원칙을 고려해 볼 때 위 지

역의 특수성과 월드컵이라는 특수 상황을 십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베를린과 라이프치히는 2oo6년 월드컵 개최도시 명단에 오르게 되었다.

응용 훈련학 연구소 - 스포츠 기기 연구개발원

라이프치히의 응용 훈련학 연구소aA리 및 베를린 소재 스포츠 기기 연구개발원

☞Es)은 독일 스포츠 연구의 핵심 연구기관이다. 이들 기관들은 전문/ 신진 스 포 츠

인의 관심분야r 학문적 욕구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쇼는 스포츠

훈련 및 경기방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선수중심의 연구를 펼치고 있다.

각 종목을 정밀 분석하는 등시에 각 종목간의 연계체계, 그 복합성도 추구하며 U

포츠 관련 기술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2004Ud IAT, FES 두 기관에 책정된 정부지

원 예산은 7點만l/ooo 유로로 연방정부는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에 대한

지원액을 전년보다 訂만호ooo 유로를 증액하였다.

2麗2년 올림픽 유치계획

라이프치히와 요트의 도시 로스톡이 제 3o회 하계올림픽 및 제 l4회 장애인올림

픽 유치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은 를른 동서독 주민 모두 이들이 네

건 9때는 한 가족'(Qne Family)이라는 슬로건에 공감하고 있다. 정치계의 전국적/

초당적 지지 분위기는 이 유치계획이 전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는데 일조했다.

물론/ 라이프치히와 로스톡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했음에도 이와 같은 유

치준비과정은 독일 국내 스포츠와 경제 활성화를 계기가 되었으며 개최 후보 도시

역시 도시 이미지를 살림으로써 큰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듯 올림픽 유

치활동은 여러모로 보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유치활동 중 상정된 안친 아이

디어는 올림괵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올림픽 유치활동은

라이프치히/ 로스톡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투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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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피해 지원법

도핑으로 입은 피해 선수에 대한 지원법은 과거 구동독에서 사전 상의나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 받고 그로 인해 건강을 해친 구동독 선수들의 재활을 돕는 법안

이다. 이 법률은 해당 선수 일인당 약 l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

고 있다.

올림픽 기지촌

연방정부는 신연방주 및 베를린 지역(대부분의 올림픽 관련 스포츠 시설은 구동

베를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의 7군데 올림픽 기지를메클렌부르및포어폼머른/

포츠출 코트부스/프랑크푸르트오더/ 천니츠/드레스출 라이프치히/ 막데부르크/할

5)1, 튀링엔)을 재정지원하고 있다. 2o撚년 한 해 이들 지역은 전문 스포츠인 관리/

코치교찰 프로그램을 통한 코치고용 활성출 올림픽 기지촌 내 스포츠 시설활용

명목으로 약 l/28o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연방 스포츠 육성센터

연방 스포츠 육성센터 4군데 중 하나는 신연방주 지역 내 킨바움에 위치하고 있

다. 이곳에서는 다른 스포츠 종목육성과 함께 킨바움 출신 육상선수를 양성 .지원

하는데 큰 힘을 쏟고 있는데 2oo4년 연방정부는 이 사업에 약 95만 유로를 재정지

원 하였다.

스포츠 엘리트학교

스포츠 엘리트학교 설립은 주정를 각종 스포츠 단체/ 모임 등의 스포츠 후진양

성 노력과 연방정부의 전문 스포츠인 지원 사이의 죠화로운 연계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스포츠 엘리트 학교가 각 지역에 설립되면 연방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각 주정부가 맡고 있는 각종 과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며 올림픽 기지촌 안의 '체

육인의 집' 운영지원 등과 같이 후진 양성/ 전문 스포츠인 지원이 맞물리는 분야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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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군 스포츠 지원센터

연방군은 독일 전문스포츠인 양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통일 후

서독 연방군의 전문 스포츠인 지원제는 동독 지역에 그대로 확대 적용되었고/ Z L

이후 독일 내 총 25개 중 6개의 스포츠 지원센터(프랑크푸르트-보더 오버호를 포

츠출 로5Et 할레, 프람켄베르크)가 신연방주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들 스포츠 지원센터는 예외없이 올림픽 기지촌 안이나 독일스포츠협회 모(母)

단체 본부가 위치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 기관들 사이의 경험교류나

공동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민간 군 소속 스포츠 시설은 윈칙적으로

공동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독일의 스포츠 지원의 성과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연방군 소속 선수들

의 올림픽 성적이다. 2o撚년 아테네 올림적의 경우, 독일대표팀 45l명 중 35%인

l59명이 연방군 출신이었다. 이들은 총 메달 48개 중 24개(금 6/은 9/동 9)를 획

득함으로써 5o%의 메달 획득을을 보였다. 또 24개의 메달 중 신연방주 스포츠 지

원센터의 선수가 획득한 메달은 전체 62%에 달하는 l5개였다.

연방국경수비대의 전문 스포츠 지원

연방국경수비대(Bcs)는 전문 스포츠인을 지원.양성함으로써 재능있는 신진 스

포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동시에 이들에게 국경수비대 내 투입경찰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씨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직업의 기회를 갖도록 돕고 있다.

연방국경수비대는 현재 코트를출 프랑크푸르트오더 지역 올림픽 기지촌 소속 선

위G목별)에게 이와 같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 기지촌에는 현재 육출 사이글

유도r 조정 부문에 총 49명의 올릴픽 유망주들이 출련 중인데 이들은 이미 각종 세

계대회에서 금메달 l개, 동베딸 4개를 획득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여러 청소년 스포

츠 대회, 세계, 유럽 및 독일 국내 천피언십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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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연방주 지역 및제지표

l . 지역별 현황

1.1. 신연방주 지역 경제상황 단면도

베를릿 .브란및부르크 l라를漆부르조포어를머른 를센딘할리 착센 l튀링엔 } 총계
.면적 (km)차 29.477 | 23.42l| 20.445| 18.408| 16.1761 107.927|
인구 (천명)l6) 1.732| 2.523| (32l| 2.373| 13.524]
.각 면방주 면적대비 18,7| 31,9| 17,6| 100,0|
인구일도 (인구린m)l7) 3.803| 871 123] 235] 147| 125|

.麗繫년 구내를린IKGEpyr)
o u / 를차간誰 粒o억를린 773| 45,0| 29,71 44,21 77,0] 41,81 237,81
리업인구 7할할 를曆p ( W W ) 51.345| 44.658] 41.893] 44.109] 40.337] 40.966] 42.086]

.2003'd GDP"'
商핀燎린 를간간表 約억료린 70,91 41,91 27,51 40,81 71,7| 38,51 220,41
를誇인구 7인할 G c p 淸流rf구 47.127| 41,529| 38.815| 40.719| 37.533| 37.703| 39.003|

.2003'd GDP'S - 20對년 피비<%/
. 당시 물라피즌 1,9| 23| 1,8[ 1,5|
. 7撚?년 를차기즌 -U] -0,9 031 1,21 0,51 0,21

.료脚년 치漆當를차 총를피라피 z?/

.姦料년 린피 #料

- @ 시 글 y 産 4,7| 4,8[ 7,7| 4,7]
. J 9 y년 물피피준 -2,o| 2.4 0,a|

.axy년 총를차간치 # 출 린신이린핀 27,5| 41,0| 71,4| 38,8| 220,4|

.(당시 를가기준) (io억 유린 71,6[ 41,7|
. 농업. 임업, 어업 0,9| 1,0| 0,7| 4,6|
. 생산업 (건설업 제외) 8,41 15,41 931 44,1

'재조업 포함 7,7 | 5,8 | 6,81 12,91 8,11 36,21
. 건설업 2,3| 2,8| 2,8| 4,7| 23| 14,2|
. 상업, 음식슥작업, 교통분야 11,9| 8,1 7,6| 11,9| 6,0| 38,9|
. 금응, 임대업, 서비스업 9,71 18,81 9,91 56,21
. 공공 및 사적분야 서비스업

.joo린 淸를출및 73,5 1 77,7 1 76,31 76,61 76,01 76,61

.jaa린 사誇장 별취업를 (천인26)
.1.7| -1.8

1.003| 1.910| 1.0211 5.650]
.2oo2년 대비(%)

실업인fe7/ 299.872| 252.807| 178.965| 266.710| 394.993| 206.911|1.600.2치
실업ps;

20,11 20,71 17,91 l63| 18,51
. 작년동기 (될기준) 19,8] 20,61 17,71 16,71 18,51
린기 린점규직 5 5차料 1.712| 3.3l6| 8.870| 4.100] 25.666|
즉출 U W O ) 5.135| 7.172| 12.872| 8.258| 49.661
j린린만料g/ -gU 3=UU-' 1.039.500| 715.300| 5lo.9체 .5%를kE로만E(\20Q|5.103.피

.(교육훈련소를 알선받지 못한)
직없료욱 -힉단린 주料 10.747 1 15.029] 10.762| 12.21l| 22.196| 11.707| 111.3S5|
직인료욱장 라는수를린3)

1 U / 3 U 411.974| 410.227| 262.738| 381.118| 721.352| 398.81812,589.2271
.2體3년 i천.ii월 사이 사업등록건수 34.600 ] 22.o피. 14.983] 18.255| 38.4(?7| 19.324] 147.683|
.2燎3년 i월.ii월 창업된 신규사업장 포함 13.032| l6.218| 34.316] l6.500| 128.708|
.차릿y는tpJ/ 309.454| 263.080 1 172.3911 261.920] 470.0511 271.5111l.718.607|
?郎년 l친ll월 사이사업폐기신고 건수 27.253] i2.{레 i5.i것 D.400| 15.363| 115.405|

U W . s s 3램
.3 7 를撚濯 좌」를및福意脚
繼諦燎린 프로피램 출營차E린

.-y U/yg' U1ffSSZ1iU7i

.(사업 및 기업경재 분야)
. 총 책정예산 (loo만 유로) 8511 5.758| 7.127| 8.496| 5.288| 30.555|

l5) 총계에는 베를린지역 제외.

i6) 연방통제청 (2oo3년 i2월3l일). 베를린은 전역 기준. 총계는 베를린지역 제외. 인구밀도는 각 연방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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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름.

l7) 위와 동일
.

l8) 바덴.뷔템베르크 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2oo4년 2월 기준. 베를린은 전역 기준. 총계는 베를린

을 제외한 전 신연방주 지역
.

料) 위와 동일
.

2o) 위와 동일
.

2l) 위와 동일
.

22) 위와 동일
.

23) 위와 동일
.

24) 위와 동일
.

25) 연방통계청. 2oo3년 5월 설시한 소규모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 15-65세 사이 거주인구 당 취업인구 조사
.

구 동베를린 지역 취업률: 刃.l%

26) 연방 통계청 및 각 연방주 통계청 취업인구 조사분과. 2oo4년 2월 기준. 베를린은 전역 기준. 총계는 베를

린을 제외한 전 신연방주 지억
.

27) 연방 노동중개소. 2oo4면 7월 기준 (사회보험가입 정규직 토동자수: 2o理년 5월 추정치) / 베를린 전역 7 L

동시장 통계. 총계는 상기 언급된 6개 연방주를 모두 포함찬 수. 실업자 수는 모를 노동가눙 인구를 대상

으로 함.

28) 위와 동일
.

29) 위와 등일
.

3o) 위와 동일
.

3i) 위와 동일
.

32) 위와 동일
.

33) 위와 동일
.

34) 연방통계청. l99l년 이후 통계. l995년까지는 구 동베를린 지역, l996년 이후에는 베를린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

35) 위와 동일 .

諒) 연방 노동경제부. 2oo4년 6월 기준. i野o년 이후 창업,투자지원 및 자산성 대출 프로그램(ERP/EKH) 지원

승인예산 (지원포기 , 감축, 취소분을 제외한 순지원액)

37) 연방 경제 및 수출감독청 (BAFA). 1991년 i.H-2004년 6월 기간. 유럽 지역발전기금(EFRE) 지원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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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총생산 (GDP) / 신연방주 vs. 구연방주

2.2.1. 전년 대비GD p 실질 성장률(%)68)

1,4 Bgai,4 U11,5 [U
勝理o,6

.÷.? l.國 :;:;.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B 신연방주 a 구연방주

출차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船) l995년 유럽 거시깅제지표(ESVG) 산출기준. l995년 물가기준. 신연방주 vs 구연방주: 각각 베를린 지역

제외. 2oo3년 8II/2004년 2월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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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취업인구 l인당 G D p 성장률(생산성). 전년대비(%)69)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신연방주 | 0.7 | -1.4 | 2.0 j l.5 0.7 | 1.4 [ 0.9 | 0.7 | 0.8 | 0.3 | 0.6 | 0.9

구연방주 |23.0 | 14.8 | 8.8 | 2.5 | 3.9 | 2.9 | 0.2 | 2.0 | 2.3 | 1.3 | 1.8 | l.8

출차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를방 및 각 연방주 취업인구 조사분차

2.3. 2003년 경제분야별 총부가가치 생산(분야별 총부가가치/경제전반 총부가가치)7o)

- 당시 물가기준 -

2 5 , 4 %

:.;.'..; l.
2 .3%

ZO . S t

P,7%| B.TA

p 4 =

K U - n
:U| Q
" ' H J

B 신연방주 a 구연방주

출차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차

69)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麗vG) 산출기준. l995년 물가기준. 신연방주 vs 구연방주: 각각 베를린

지역 제외. 2oo3년 8-@/2004년 2월 현황 .

70)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 산출기준. 신연방주 vs 구연방주: 각각 베를린 지역 제외. 2oo4년

2월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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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연방주 경제분야별 총부가가치 성장률 / 전년동기대비 (%)7D

- l995년 물가기준 -

199211993 j19941199511996119971199811999 [2000) 20011200212003

..린l 고및.蒸를핀인7....출인..,...?..B..l.??.,?.l r.,?.J..t ?.....?..E..l,,?.,?..l..친?,.J..? 7.l..u..i..9.,?..l9II9#
농업, 임업, 어업

생산업 (건설업 제외)

* 제조업 포함

출차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2.5. 신연방주 지역 제조업 및 건설업 총부가가치가 신연방주 경제전반 총부가

가치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물72)

- l995년 물가기준(%) -

1출)31 1S 92 ;9 93 193.i 1S 93 15 28 1 9 3 7 13 3 8 U8 9 9 2 0 0 0 W i f 2 S C 2 2 0 0 3

a 제조업 B 건설업

출차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차

71)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 산출기준.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 지역. 2oo4년 간沙2oo3년

8월 현황.

72)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 산출기준. 2oo4년 2U/2003년 8월 현황.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

방주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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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신연방주 지역 제조업 및 건설업 취업인구73)

i99i 1를92 1를출3 1를를4 199 5 19漆委 1차讓了 1.)諒출 18출業 2 C O O 20 0 ) 2 0 0 2 2 0 0 3

a 제조업 [ """"""'""b 건설업 A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을 a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

출차 연방주 통게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연방 및각 연방주 취업인구 조사분차

2.7. 주민 1인당 가용(可재)수입74)(유로)

독일전역 b z w 潑 @ a 料 憬 때를린 브란덴부르크 데클料 s조 작센 작출안할트 튀링엔
구연방주 신인방주 포어폼머른

73)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 산출기준. 2o料년 2J沙2oo3년 8월 현황.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

방주 지역. 도표 좌측수치: 취업인구(천명) / 도표 우측수치: 각 분야 취업인구가 전체 취업인구에

서 차지하는 비율

74) 각 가구(비사업성 사설 민간단체도 포함) 당 가용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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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9 o

7 c

業筆

베를린 제외한 베를린 제외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메클린부로릿 작센 작친안할트 튀링엔
구연방주 신연방주 포어폼머른

- 1991U vs 2002년 주민 l인당 가용수입(l關유로)

전년대비 가용수입 변화추이(%)

i -\

. ..... ... ..... ."# :.. 7= ‥ .
s .l ... .~~~~~.~..~~~린- / . . ~ # 4 . . . . . . .

2 W 2C(!2

o 독일전역

B 베를린 제외한 구연방주

A 베를린 제외한 신연방주

출차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면구분좌. 2oo3년 8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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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금비용, 생산성 및 임금단위비용 / 신연방주 vs. 구연방주75)

경제전반 제조업(생산업에 포함)

?s t, U*. tSt ft.' VS(. U S ,*.!b

hs-' " -
'7fK~爆-麥천H할‥~撚피y讓

f , U s:ia. tU- U
ia ?로i z i 7'.'

사:諒壽 y U
를는論 監s

3A / U F;7j

를
를? i?料;f는l느EFi

건설업 @ a , 음식숙박업, 교통분야

.73.4?? ;.4.;5二9. r s r y?.l . W t s-s.'t Ta.ij r를. 를 t & s ,W,, K2,f S,,a ,피#.

l는t츠9:流.출ss2
更4i..

?!il H5!l

.l출臺朧要u 撚 & .

금출업, 임대업, 서비스업 건설업 제외한 생산업

Q 천 r 2
?t.i !f.'i K':.

?S4 U '

3?=.44÷7r 77÷

i- - E:J-UJU j,J .

i'
.'5 .

o 구연방주대비 임금단위비용 신연방주 우위분(%)

B 구연방주 취업인구 l인당 총수입(%)

A 구연방주 취업인구 l인당 생산성(%)

출차 연방노동경제부,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75)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 산출기준. 구연방주는 베를린 포함, 신연방주는 베를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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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지표

3.1. 산업전반에 걸친 수주량 및 생산량

(시즌정산 이후통계. 백분율 아닌 양적산출. 3개월 단위로 측정)

신연방주

수주량 (2000=1關) 전체 ....... 국내 ..... 해외76)

i !

i i

" W H - U
1

1

생찰량 (料率리oo) 1

구연방주
1

수주량 (2ooo치錦) 수주량 (2ooo리oo)

- 전체 ....... 국내 ....... 해외 . 전체 ....... 국네 .. 해외

.,.l l

U W

情및刊 (2諒야i(

)

수주량 = 도표 좌측수치 / 생산량 = 도표 우측수치 가는 선 = l개월 측정치

출처 = 독일연방은행 글은 선 = 3개월 측정치

76) 시즌정산 이전통계. 조사당시 부분적으로 시즌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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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건설부문 수주량 및 생산량

(시즌정산 이후 통계. 백분율 아닌 양적산출. 3개월 단위로 측정)

신연방주

l蘿출

l T o

聲o

:ls

:s
1 6 6 5 1.696 1.燎朧7 1 6 9 6 1 9 9 S 2 0 0 0 2 0 0 1 S 0 0 2 2 0 0 3 認출o4

신연방주 독일전역

(2000=100) 수주량 (2000=1鉛)

情찰량!(2雌천ool

수주량 = 도표좌측수치 / 생산량 = 도표우측수치 가는 선 = l개월 측정치

출처 독일연방은행 글은 선 = 3개월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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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조업 및 광물, 토지채취 분야 종사자 변화추이

구동베를린 및 구동베를린 및
독일전역 . 구연방주 독일전역 구연방주

신연방주 신연방주

해당분야 총사자 (천명) 전년대비 변화撚%)

5.834 | 581 -1,6 | -1,7 | -1,1

588 | -0,2 -0,3 | 1,1

596 | -0,6 | -0,8 | 1,3

613 | 0,1 -0,2 | 2,9

627 | 0,2 | 0,0

624 | -2,9 | -3,2 | -0,4

633 | -2,6 -2,9 ] 0,2

출처: 연방통계청 (광업 및 제조업에 관한 월말보고서)

2錦3년부터 조사구역 확대변화. 따라서 전년통계와의 일대일 비교 불가능.

신연방주 및구동베를린 지역제조업 종사지l,ooo명)

m m ' \

m m

r'l \ \ m ' w
f m i w i i i 耐 制 u r n

t W I I U h M , w y i . B i m n i i j mn.mia-iiii
r m i i w i

m m

U n ' u w i w i n m m
I'1-ll l-l'lltl l'll

m m
I M W m i린拓t計인m u

RWIII;
t l W I I N I II+II-Nil.II 1 - B 1 W N-.1 1
i.awitwm'i

'.\\-mw

m m iwiiFiian
WB1.1-H;1-1,mi.i?

IW I-II Tt.-imiH,'H,1hB4H 1-1N
11-11 1:t1B 1,1 W W

U i , i w - t m B1Iil.l5H H I

m a w M ;nitiM.iiri
llWJIIll .|1i{lljldil.4.l.ljl

1=111 m mt:iM-mi4i
ii-itmHiiBiii W t l l Bfttl

l월 l길 l월 l일 l월 l월 l월

lw8년 l%9년 2ooo년 2ool년 2oo2년 Mo3년 2oo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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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거건설 분야77) 에 있어 건설허가건수 및 완공건수

199111992 11993b 1994 |1995 11996 |1997 )1998 |1999 12000 j20011 2002 12003

건설허가건수 l5.484 (26.525 182.5291126.0881180.0111186.1551155.3681113.97小 인.874 166.104150.036142.1031 撚.6i2
4 5천물 포함l5.i미 24.6리 77.1381116.5611164.0101165.0741133.6061 91.693 |73.267 154.886142.719136.368139.463
완공건수 li6.670 111.477 123.598 167.704 11&4.2141143.3661177.8291128.4471102.86小 86.284 158.254 149.007 141.850
'신축건물 포함l16.430111.302121.8791 62.495 |95.872 1130.4211160.7831110.748 ]82.963 170.533148.558141.339136.222

출차 연방통계청

3.6. 광업 및 제조업 수출률78)(%)

."''"''.. ...'."..'... ...."..'.j
. . . .

~ ~ " - -

i. . ~...t~"' 5.--

. . . . . . . .

1

1

I'i't'tll I'*-* 燎 !皓
匠희 t a

L J r=7]

轉 l理 i理 l및 r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l.5월

B 신연방주 a 구연방주

출차 연방통계청

3.7. 각 연방주별 수출 변화추이(특별무역 - 1oo만 유로)

o 때를린 a 브란린를르크 A 차클린부르료포어픔파른 x 작센 린작출안할트 * 튀링엔

출차 연방통계청

77) 거주 및 비거주 건물: 기존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도 포함. 2錦3년 임시통계
.

78) 종업원 2o인 이상 기업의 총이윤에서 해외수출이 차지하는 비율. 신연방주: 구동베를린 포함한 구

동독 전역. 구연빙구 구서독 전역. l995년에 있었던 경제분야 분류기준 변화로 l995년 이전, 이

후 통계자료 일대일 비교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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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노동시장 통계

4 .1. 신연방주 지역79) 노동시장 주요지표 / 2oo4년 7월(조사 당월의 임시통계)

전년동기대비 변화추이
(실업률 - 전년통계)

조샤대상군
린M) l 理. j 理

7월 j 6월 j 5될 j 4월
.절대치 j %

j사회보험기입 정규노동지挑)
- 당월 말 현황 ..- | 5.103.000| 5.088.400| -119.649| -2,3|

l구직자 (총계)
. 당월 말 현황 2.094.150| 2.073.834| 2.054.627| 2.077.6l5| 95.596| 4,8| 6,4| 5,5|

실업안를2)
. 당될 추가분 24l.W| 197.95l| 186.l66| 200.58l| 17.152| 9,4| 14,8]
당해 초부터의 누적통게 1.550.960| 1.309.0l6| 1.111.065| 924.899) 93.729| 6,2| 5,7|

. 당월 감소분 206.206| 2l6.922| 24l.317| 237.909| 4.523| 2,2| 1,4| 10,2|
- 당월 말 현황 1.600.258| 1.564.522| 1.583.493| 1.638.644| -17.639| -1,1| -1,9| -2,7|

48.5% 여성 775.594| 749.865| 749.625| 766.306| -10.377| -1,3| -2,1) -2,9|
6i.e6 노동자 985.484| 979.102| 1.002.2l6| 1.044.954| -12.879| -1,3| -2,1| -2,9|
12.6% 25세 이하 청년 201.688| 170.683| l66.06l| 176.589| -3.781 -1,8| -2,81

(2o세 이하 청소년도 포함) 36.103| 22.3l6| 18.5951 20.977) -1.413| -3,81 -4,11
44.2% 장기실업자 707.352] 700.548| 702.342] 706.157| 43.888] 6,6| 6,5| 8,2|

c업출3)
. 민간인 취업 총인구 대비 18,5] 18,1) 1831

- 민호t 취업총인구 대비
비노등7K총게) 19,41 19,41
25세 이하 청년 15,6| 15,2| 15,1|

(2o세 이하 청소년도 포할) 9,9) 6,11 5,11 5,01 9,01
4업수당 수혜자 1.584.000| 1.549.000[ 1.567.456| 1.606.968| ....

l둥록 일자리주차
. 당월 추가분 45.204| 48.7031 49.621| 42.176) -11.000|

당해 초부터의 누적통계 294.811| 249.607| 200.904[ 151.283| -91.892|
. 당월 감소분 48.123| 50.5031 45.783) 40.425| -7.926]
. 당월 말 현황料 49.6611 52.604| 54.350] 50.525| -17.460| -21,4| -1S,6

E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자
. 당월 말 현황 (출계) 558.795| 588.3l6| 622.894| 591.23l| -41.890| -63| -7,9b

직업훈련 지원 93.841| 109.747| 115.958| 108.380| -25,550| -17,3| -19,0]
직장생찰병행 142.625| 143.9231 l4l.834| 139.564) 10.184| 7,7| 8,6| 8,9|
청소년 특별프로그램 175.863| 191.279| 199.250| 201.916) -19.981 -10,21 -6,41 -4,01
노동창출정책 9o.55이 情.4oo. 81.186| 80.919| -9.539| -9,5| -13,7| -18,8|
단기직 지원 25.666| 29.4681 E136| 33.524| -8.529|

전월(前月 ) 대비 변화추이

A 즌정산 이후 통계 20% 07.| 2004.06.1 2004.05| 2(XM.04.| 20(M.03.| 2004.02.1 2(X)t.01.| 2003.12.
. 실업인구 -4.000\ 5.000| -1.000| ll.OOOl 14.000] 11.000[ -37.000| -7.000|
- 둥록 일자리수 -1.000| -1.000| 3.000| -3.000| -3.000| -4.000| -4.000|
. 민간인 취업총인구 대비 실업인구z)

출차 연방노동중개소

79)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메클랜부르크.포어폼머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 주

8o) 당월 최신수치와 전년 동월수치 비교

8l) 연방통계청의 추정치

82) 전년 및 전월통계와의 일대일 비교는 관련법안 개정 및 적용으로 불가능하다
.

83) 위와 동일
.

84) 2鉛3년에는 등록일자리 중 평균 69%만이 실제 공석이었다. 추가분 중 39%가 즉각 고용을 원하는

자리였는데 이 중 3o일에 걸친 모집기간 후 실제 배분된 일자리는 74%였다
.

85) 기업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2oo2년 4사분기 노동청에 둥록된 일자리 수는 실제공석의 4o.8%였다

(신연방주).

86) 조사당월 및 전월(前』 )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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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연방주 지역 노동시장 개괄지표(1,000명)

실업인구

~ 1t,C0

l 4 & o

l 2 c o

단기 비정규직 노동자

공석 일자리

1

l a ? a 1 9 S 0 t i w i s a a 출漆諒들 誇料c書 崙ooi ssoa誇 誇誇o誇 3料諒린

출차 연방노동중개소, 연방통계청 시즌정산 이전

2o駱년 l월 이후 지역구분법 변차 신연방주 . 신연방주 및 베를린 전역 시즌정산 이후

i69



4.3. 신연방주 노동시장정책 프로젝트 참여지7)

당해 평균 (1,000명)

1998 S 1999 I 2000 | 2001 | 2002 j 2003

실업인구 1.375 | 1.344 ] 1.359 | 1.374 | 1.411 | 1.623

정규직 직접지원 185 | 120 | 108 | 112 | 134
임금비용 지원 171 | 106 | 94 | 97 | loo

신규채용 보조금 17 | 26 | 40 | 53 | 65 | 84
신규사업장 고용보조금 1 1 3 | 5 | 6 | 5 | 7
자회사 및 지사 고용보조금 o . o
고령노동자 수입안정 보조금
무학력자 수입안정 보조금 o l o
신연방주 경제기업 구조조정 지원책 51 | 23 | 13 | 3
장기실업자 취업보조지원 10 | 12 | 14 | 4

창업 지원 i4 . i4 14 | 15 | 34
초기안정금 i4 . i4 14 | 15 | 21
창업 특별보조금

인력서비스 에이전시

직업 및 기타교육 지원 261 | 263 | 252 | 253 | 256 | 237

직업 재교육 151 | 143 | 140 | 136 | 129 | 96
장애인 취업교육 38 | 37 | 38 | 38 | 41 [ 46
독일어 교사자격증 취득과정 6 | 6 | 6 | 5 | 5 | 5
취업준비과정 지원정책 20 | 21 ) 24 | 26 | 29 | 33
저소득층 등 기타 하충집단의 직업교육 46 | 56 | 44 | 48 | 52 | 57

노동창출정책 198 | 217
노동창출정책 151 | 168 ;46 1 116 1 漂
전통적 구조조정정책 47 . 49 47 | 43 | 44 | 37
노동창출성의 인프라 구축, 확대정책 o . i

적성시험 및 직업훈련 지원 14 | 16 | 19 21 | 22 | 26

기타 자유지원금 17 | 25 [ 24 | 28 | 27 f 19

청소년 긴급프로그램 34 | 35 | 45 | 46 | 43

노년충 파트타임 취업 지원
(연방노동중개소 둥록건수만) 2 | 5 | 5 | 10 | 13 | 15

참가자(총계) 650 | 745 648 | 624 606 | 588

참 로 ..
단기 비정규직 34 27 24 27 41 35

취업인구 중 사회법 IlLS 428항에 의거
생활보조비를 수혜받는 자 96 94 88 94 111 131

87) 2關2년까지 동베를린만을 포함한 신연방주 지역. 2錦3년부터 베를린 전역을 포함한 신연방주 지역

l 7 o



4.4. 노동참여물 / 신연방주 vs. 구연방주

노동참력출 (%) (노동가능안尹8) 전체에 대한 예비취업인구 비율 - 비구직자 제외)

74,9 75.3
74.8 74,S 74,6 77.4 77,4 77,4

2oo

노동인구비출 (총계%) (노동가능인구 전체에 대한 실제 노동인구비율 - i,2차노동시장 인구)

67.1 67,0

2oo3

l차 노동시장 노동인구비율(%) (노동가능인구 전체에 대한 l차 노동시장인구)

67,5 67,3 67.7 U U 70,1
66,9 66.9

517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B 신연방주 o 구연방주

출차 연방노동청, 연방통계청, 연방 및각 연방주 취업인구 조사분과, 할레경제연구소 산출 (2o料년 3월 현재)

88) 15-65세 사이 독일거주 독일인. 신연방주: 베를린제외 / 구연방5 베를린 포함.

친료 2차 노동시장인구에는 노둥창출정책(ABM)/구조조정정책(sAM) 참여자, 임금비웅 보조수혜자,

동(同)분야 정규직 전환훈련 프로그램 참가 비정규직노동자 및 조기연금 수혜자가 포함된다 .

l 7 l





5.2 '지역경제 구조개선' 공동 프로그램 (GA) / 창업, 투자지원 대출 프로그램

(ERP) (자산성 대출 프로그램<EKH> 포함)에 의한 신연방주 지역 투자현황

ERP/EKH90) 인구당 투자량

(lo억 유로) (lo억J는를).

브란델부르크

메클렌부르크긴기폼다른 17.200

17.000

작출안할트 20. 100

18.900

구동베를린

총 계

4 5

4 o

35 L . . . . . . . . . . . . . . . . .

3o + . .
. . . . . . . . . . .

25 + ..

2 o

1 o

0

브란덴부르크 메클출찰크린9 洲른 작센 작출안할트 튀링엔 구 동베를린

구 를 베를 린

臺蒸藝7
뒤링엔

작센 .안할트

작센

메를 巡부 르크 .포어몸머른

브란덴 부르 크

출차 연방노동경제부, 연방경제 및 수출감독청(BAFA)

9o) 전체 지원건수 중 5%만이 ERP/EKH와 GA, 양 프로그램 모두의 지원을 받았다 .

9i) 위와 동일
.

92) 2003년 i2원 3i일 현재(구동베를린 지역통계는 2ooi년 6월 3l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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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91년 이후 신연방주 지역 창업 및 페업건수93)

1991 11992 11993 11994 11995 11996 | 1997 | 1998 | 1999 12000 12001 12002 |2003

창업건수 140.000]96.000)79.000|74,000|96.000]86.000| 108.500| 110.400J 104.200)95.500]90.400]87.300] 100.600|

폐업건수 11,000|24.000|41.000]44.000]49.000|74.000| 87.900] 91.000| 91.000|87.500]84,100|82.000| 77.600]

부도건수도 상기포함 392| 1.092| 2.327| 3.9111 5.874| 7.419] 8.126] 8.615] 7.56?| 8.047| 8.506| 8.847| 7.575|

- 제조업 1311 262| 423| 6l0| 776| 950| 998| 889| 836| 788| 856] 869] 887|
27| 122| 46l| 1.027| 1.893| 2.685| 3137| 3.402| 3.078| 3.253] 3,360| 3.176| 2.347|
57| 30l| 682| 96l| 1.438| 1.586| 1532| 1.575] 1.278] 1.379| 1.345| 1.6l0| 1.306|

-교통 및미디어 麥 ) 13| 74| 188| 368| 414| 4ll| 363| 322| 260| 367| 410| 41l| 430|
-서비스업 53| 227| 484] 828] 1.224| 1.624|l.9l4'W] 2.193| 1.904| 2.067| 2.340] 2.589) 2.41l|
- 가타경硝對 1111 106| 89| 117| 129| 163] 18295)| 234| 211| 193| 195| 192| 194|

Q업을 제한漆주창업찰치 129.00아2.oo아8.oo아o.oo아7.oo아2.0001 20.60이 i9.4레 i3.2레 8.oo이 6.3o이 5.3o이 23.6해

출처: 연방통계청(부도건수)?

중산층연구센터(I撚) U(Bonn) 지부(기타 통계, 참릿 l99o년, 순수창업건수 : 11,0000)

7. 투자활동

7 .1. 신연방주 지역 시템설비투자 변화추이(당시물가 기준)

- lo억 유로 -

1991 11992 11993 1 1 W \1995 |1996 |1997 |1998 11999 |2000 |2001 |2002 j2oo3

시설린비투자 50,5| 69,4| 83,l| 101,2| 105,6| 104,5| 99,3| 94,3| 90,8| 85,6| 77,0| 70,0| 67,5|

- 시설E) 22,l| 24,7] 26,7] 29,0) 30,l| 30,4] 29,l| 31,0] 32,4| 34,l| 32,4| 30,4| 30,l|

- 건축麥7) 28,3| 44,7| 56,4| 72,l| 75,5| 74,l| 70,2| 63,3| 58,4| 51,5| 44,6| 39,6] 37,5|

시출린비투자 전체4料
56.2| 64,5) 67,8| 71,3| 71,5| 70,9) 70,7| 67,l| 64,3| 60,2] 57,9| 56,6| 55,5|

전축투자가 차자하는 비출%)

출차 이포(ifo) 경제연구소 (신연방주 투자상황통계 . 2oo3년 lo월 산정치)? 연방통계청 .

93) 1996년 이전. 구동베를린 지역 포함한 신연방주 지역. i996년 이루 베를린 전역을 포함한 신연방주

지역. 2oo3년 창업건수, 폐업건수 및 순수창업건수. 중산층연구센터 (i加)의 추정치

94) 경제분야 분류체계의 변화로 전년도 통계와 일대일 비교가 불가눙하다 .

95) 위와 동일
.

96) 신규시설물: 이포(ifo) 경제연구소 추정치 . 신규건축들. 연방통계청
.

97) 위와 동일
.

l 7 4



7.2. 신연방98) 주민 1인당 시템설비투지9) 및자른적림 변회추이(당시물가 기준)

- 구연방주 = l關 기준 -

i991 11992 11993 11994 11995 11996 1199가i998 11999 |2000 )2001 12002 |2003

.漆r理 포함기타사찰설비 를準에 59,리 抑| 89,0| 100,5) 103,7) 102,3| 92,7J 90,6| 88U| 85,O| 83U| 85,l) 部l

.건축구린oi) 70,2] 103,l| 131,0| 164,1] 175,8| 180,8| 172,8J 153,2| 137,0| 120,5| 108,l| 101,7| 100,3|

j자본적차o2) 37,9] 40,4| 43,4| 46,7| 50,3| 53,7| 56,9| 59,8| 623| 643| 66,4|

출차 이포(ifo) 경제연구소 (신연방주 투자상황통계 . 2oo3년 犯월산정치), 연방통계청 .

7.3. 신연방주 지역 경제분야별 투자변화 추이1o3)

인규 긴축/시를/설비에 대한 주자. 당시 를가기준 (차억 유료)Io4)
경재출야

1991 | 1992 [ 1993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2000 |2001 | 2 o o 2

모든 분야 합계 50,5| 69,4| 83,11 101,2| 105,6| 104,5| 993| W \ 90,8| 85,6| 77,0| 70,O|
농업.. 임업, 어업 0,6| 0,9| 1,11 1,5| 1,6| 1,4| 1,2| 1,4| 1,5| 1,4| 1,3| 1,3|

143| 19,9| 21,5| 21,8| 20,9| 20,0| l6,9| l6,0| 15,7| 15,8| 15,4| 14,l|
'제조업 포함 9.5| 11,0| 12,4| 12,6| 10,9| 10,4| 9,7\ 93| 9,5| 9,6| 9,6| 8,8|
'건축업 포함 2.4| 3,0| 3,2| 3,2| 2,2| 1,9| 1,5| 1,3| 1,3| 1,3| 1,l| 1,0|
'에너ay수력, 광업 포함 5,8| 5,9[ 6,0[ 7,9| 7,6| 5,8] 5,4| 4,9| 4,9| 4,7| 4,4|

시비스업 48,6| 60,5| 77,9| 83,l| 83,l| 81,2] 77,0| 73,6| 6S,5| 60,4[ 54,6|
' 상업, 음식/숙박업, 교통분야 포함 9,7| 11,8| 12,7) 14,0) 13,6) 10,4| 8,9) 8,7| 9,0| 9,5) 8,8) 8,2|
' 금융업, 임대업, 기업서비스 포함 14,1| 21,2| 28,l| 39,3| 45,l| 51,0| 51,9] 47,8| 44,4| 393| 33,l] 29,6|
' 공공 및 사적부문 서비스 포함

전년대비(%)W1
경재분야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 2000 |2001 | 2 o o 2

모든 분야 합계 37,51 19,71 21,81 43| -1,1| -4,9| -5,0| -3,8| -5,7| -10,O| -9,l|
농업, 임업, 어업 46,0| 15,2| 38,7| 5,4| -12,3| -11,O| 13,2| 5,8| -6,9| -7,l| 0,2|

39,11 8,3| 1,2| -4,0[ -4,5| -153| -53| -1,9| 0,5| -23] -8,2|
'제조업 포함 15,9| 12,5| 1,4[ -13,6| -4,0| -7,3| -3,7| 1,7| 1,2| 0,2| -8,2|
'건축업 포할 24,7| 4,0( 13| -32,0( -12,0| -22,0| -12,l| 2,3| -3,0| -l6,5| -12,4|
'에너a『수력, 광업 포함 21,1[ 8,0| 10,5| -3,3| -23,0| -14,8| -1,8| 2,7| 0,2| -3,6| -7,1

서비스업 50,0| 32,5| 40,1| 14,7| 13,0| 1,8| -7,9| -7,l| -7,0| -11,8| -9,5|
' 상업, 음식/숙박업, 교를분야 포함 33,6| 26,2| 24,6| -0,5| -11,2| -5,9| -0,0| -1,0| 5,5| -7,6| -6,4|
' 금음업, 임대업, 기업서비스 포함 50,0| 32,5| 40,1| 14,7| 13,0| 1,8| -7,9] -7,l| -11,5| -15,8| -10,6|
.' 공공.및f인부문 서비스 포함

출처: 이포(ifo) 경제연구소 신연방주 투자관련 통계, 연방통계청 , 연방정부 자체 산출통계
.

98) 신연방를 구동베를린 포함한 구동독 전역. 구연방t 구서독 전역
.

99)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 산출기준
.

loo) 신규시설G 이포(ifo) 경제연구소 추정치. 신규건축@ 연방통계청 .

lol) 위와 동일
.

lo2) 모든 경제분야, iw5년 물가기준 .

103)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 산출기준
.

lo4) 이포(ifo) 경제연구소 (신연방주 투자상황통계 . 2oo3년 io월 산정치)

lo5) 이포(ifo) 경제연구소 (신연방주 투자상황통계 . 2oo3년 io월 산정치)

l 7 5



7.4. 인구 1인당 투자량(모든 경제분야) / 신연방주 vs. 구편방주

- 유로 -

a 신연방를 신규건축플 A 신연방를 신규시설 포함 기타 시설/설비

4 구연방를 신규건축물 * 구연방주 신규시설 포함 기타 시설/설비

출차 연방통계청, 이포(ifo) 경제연구소 추정치 (2o料년 4월 현재), 연방정부 자체 산출통계 .

- i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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