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읽기 자료 

•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
general/38219.html 
 

•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
general/38384.html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219.html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219.html


1990년 독일 통일의 역사 



주제와 전제 

• 1945년 전승국들의 독일 분할 점령 

• 1949년 ‘이중건국’: 독일연방공화국(BRD) 대 독일민

주공화국(DDR) 

독일분단

(1945/49-1990) 

• 정통주의: 소련의 이데올로기적 팽창 야욕 

• 수정주의: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헤게모니 욕구 

• 후기-수정주의 내 의사소통론 (W. Loth): 공포와 오해 

냉전(과 분단)

의 원인 해석 

• 1989/90년 유럽냉전 극복과 독일통일의 동시성 

• 동서독관계와 통일과정은 네 시기로 구분 

1989/1990년 

재통일 



1. “관계부재” 시기(1949-1969) 양독 
관계 

서독: 기민련(기독민주

연합: CDU) 집권기 

동독: 사통당(독일사회
주의통일당: SED) 발터 

울브리히트(W. 
Ulbricht) 



1. “관계부재” 시기(1949-1969) 양독 
관계 

서독 

서방으로의 통합과  

‘힘의 우위’ 정책  

동독과의 
대화 거부 

동독 
정치 선전적 통일 
공세: 중립화와 국
가연합통일안   

내정적 필
요와 국제
법적 인정   



1. “관계부재” 시기(1949-1969) 양독 
관계 

• 서독 정부의 ‘해방정책’ 
  - 동독 내 체제 저항 세력의 강화  
  - 동독 주민들의 반체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선전 활동 

 
• 분단 극복의 대안들 
  - 야당과 ‘경계인’들의 역할 
  - 민족중립주의와 ‘제3의 길’ 



2. 1970년대 동방정책: “작은 걸음”의 
크고 작은 의미 

사민당(SPD)의  
빌리 브란트(W. 

Brandt), 헬무트 
슈미트(H. Schmidt) 

수상 (1969-1982) 

에리히 호네커
(E. Honecker) 

(1969/70-

1989) 



2. 1970년대 동방정책: “작은 걸음”
의 크고 작은 의미 

실용주의적 

동방정책 

현상유지 

‘작은걸음’ 

성과 

‘기본조약’ 

체결 

가족상봉, 경
제협력, 문화

교류 

딜레마 

‘큰 걸음’ 

부재 

군축논의 

 부족 



3. 1980년대 양독간 관계의 심화:     
“이성의 연합” 

• 실용주의적 동방정책 계승.
확대 

• “이성의 연합”“책임공동체” 

헬무트 콜(H. 

Kohl)(1982년 

집권) 

• 협력 관계의 질적 심화 

• 서독에 ‘고리 걸린 동독’ 
사실상의 국가

연합 전 단계 



4. 1989/90년 독일 통일 과정:           
급속한 흡수 통일 

1989년 여름 이후 

주민이탈 가속화, 반체제운동 고양,  

베를린장벽붕괴(11월 9일) 

1989년 11월 28일 콜  

“10개조 통일강령”: 국가연합 중간

단계 





4. 1989/90년 독일 통일 과정:           
급속한 흡수 통일 

1990년 

1월 방향

선회 

1990년 
3월 18일 
동독 자
유총선 

7월 1일 
1:1 화
폐통합 

10월 3
일 통일
선언 





의의와 함의 

역사적 의의 

평화적 체제전환 

‘독일문제’ 해결 

유럽냉전의 종결 

유럽통합의 추동력 



의의와 함의 

정치적 함의 

실용주의 협상정치 

흡수통일의 문제점 

‘평화적’, ‘민주적’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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