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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독일 통일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례이다. 통일 직후 동독은 심각한 불황을 경험했으나 곧
바로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체코, 헝가리 등 다른 동유
럽 체제전환국과 비슷한 수준의 양호한 성장 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동서독 간의 소득, 생산성, 생활수준 격차는 많이 해소되었다. 또한 동서독
간의 제도 통합 덕분에 동독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동독에서 장기간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서독이 당초 예상
보다 훨씬 큰 규모의 통일비용을 장기간 부담하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도
나타났다. 독일 통일의 이런 문제점은 노동시장 통합과 사회보장제도 통합
에 따라 동독의 임금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상승했고, 저소득 지역인 동독
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 때문에 통일비용의 많은 부분이 소비성 지출로 사용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경우, 동서독에 비해 남한 대비 북한 인구비율은 너무 높고 소
득비율은 너무 낮기 때문에 통일에 따른 문제점이 훨씬 크게 증폭되어 나타
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통일을 추진할 경우, 완전 통일인 독
일식 통일방안을 답습하기보다는 한반도 실정을 고려해 노동시장 통합과 사
회보장제도 통합의 수준을 적정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 서론
최근 북한체제가 불안하다는 인식
이 확산되면서 통일 문제에 대한 관

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반도 통일
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례는 독
일 통일이다. 1990년대 초 독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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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현되자 한국에서도 시급히 통일
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점차 독일 통일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통일 비관론 또
는 회의론이 널리 퍼지기도 했다.
독일에서도 통일에 대한 평가는 다
양하다. 한쪽에서는 대재앙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
는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이었다고 말
하기도 한다. 이런 극단적 시각은 각
자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입장을 강하
게 반영한 주관적인 평가로 보인다.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독
일 통일은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진
복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통일이 진행될 경우 좋
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 글에서
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독일 통일
의 경제적 결과와 그 교훈을 살펴본
다. 동서독과 남북한은 역사적 여건상
다른 점이 많은데, 이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통일의 문제점이 더 크게
증폭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독일식 통일 방안을 그대로 따르

려 하기보다 한국의 여건에 적합한
창의적인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통일 이후 동독의 경제 실적
(1) 경제성장 실적
독일 통일의 성패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1차적 기준은 통일
이후 동독의 경제성장 실적일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성 때문에 서
독에 비해 훨씬 뒤져 있던 동독 경제
는 통일 이후 얼마만큼 좋아졌을까?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다. 독일 통일 정책에
는 잘못된 점이 많으며 이로 인해 실
망스러운 실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이런 부정적 평가는 다소 과도해 보
인다.
통일 이후 동독의 경제성장 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두 가지 점에 주의해
야 한다. 하나는 베를린을 제외한 동
독의 실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1)
다른 하나는 GDP 성장률이 아니라 1
인당 GDP 성장률로 평가해야 한다는

1) 통일 이후 베를린의 경제통계는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 이전의
동독과 엄밀하게 동일한 지역을 포괄하는 동독의 경제통계는 없고, 베를린 전체를 포함하는 경
우와 제외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 편찬될 뿐이다. 통일 직전 베를린 인구 중 서베를린이
2/3, 동베를린이 1/3이었으므로 베를린 전체는 동독보다 서독에 가깝고, 이 때문에 통일 이후
베를린의 성장률은 나머지 동독 지역 성장률보다 훨씬 낮아서 베를린을 포함할 경우 동독의 성
장률은 훨씬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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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2)
그 경우 동독의 실적3)은 다른 동유
럽 체제전환국4)에 비해 별로 나쁘지

<표 1>

동독 및 동유럽 체제전환국 1인당 GDP 성장 지수 비교
동독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았다고
할 수 있다(<표 1> 참조). 장기적으로
볼 때 동독의 실적은 체코, 헝가리 등

베를린 포함
100
87
68
74
81
89
94
96
97
98
100
102
103
104
105
106
108
112
115
117
114

베를린 제외
100
87
68
76
87
98
104
108
110
111
115
118
120
122
124
127
128
133
137
140
136

폴란드

헝가리

체코

100
92
85
87
90
95
101
107
115
121
126
132
134
136
142
149
155
165
176
185
188

100
97
85
83
82
85
87
88
92
97
102
107
112
117
122
128
133
139
140
141
133

100
99
87
84
85
88
93
97
96
96
98
101
104
106
110
115
122
129
137
139
132

¨ Wirtschafts자료 : 1) 동독의 1989~91년 성장지수:독일경제연구소(DIW:Deutsches Institut fur
forschung)에서 추정한 GDP 성장률 데이터(Michael C. Burda and Jennifer Hunt,“From
Reunification to Economic Integration: Productivity and the Labor Market in East
Germany”
,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2001, p. 6에서 재인용)와 독일연방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의 동독 인구 자료를 이용해 필자 계산. 2) 동
독의 1991~2009년 성장지수: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Volkswirtschaftiche
¨
Gesamtrechnungen der Lander,
2010. 3) 폴란드, 헝가리, 체코: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 2009 및 May 2010.
주 : 동독의 1989~1991년 자료는 동독에 동베를린만 포함시킨 수치임.

2) 인구증가율이 매우 낮고 안정적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GDP 성장률을 보나 1인당 GDP 성장률
을 보나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동독에서 서독으로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었으므
로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성장률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3) 동독 지역의 GDP는 1991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으므로, 1990년과 1991년의 성장률은 공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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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동유럽 체제전환국과 비슷했고,
초기 불황으로부터의 회복세가 빨랐
다는 점에서는 이들보다 더 우수했다.
동독 시민들은 체제전환의 혜택을 대
다수 동유럽 시민들보다 더 일찍부터
누린 셈이다. 폴란드는 훨씬 좋은 성
장 실적을 기록했지만, 이는 저소득
국가일수록 성장 잠재력이 더 높다는
일반 법칙의 반영일 뿐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동독의 성장 속도가 현저
히 느려진 것 역시 동독이 먼저 더
높은 소득수준을 달성한 데 따른 자
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 동서독간의경제및체제격차해소
서독과의 경제 격차 해소(소득, 생
산성 및 생활수준의 수렴)라는 측면
에서도 독일 통일의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격차 해소 속도는 놀라울 정
도로 빨라서 통일이 개시된 지 불과
5년 후인 1995년에 동독의 1인당
GDP는 서독의 60%, 노동생산성(취
업자 1인당 GDP)은 66%, 1인당 소

비지출은 74%에 도달했다(<표 2> 참
조). 한 나라 안에서 이 정도의 지역
간 격차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독일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통일 목
표를 달성한 셈이 된다. 1990년대 후
반에는 격차가 별로 좁혀지지 않아
동독이 영구적으로 저소득 지역으로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
되었지만, 2000년대 초 이후 다시 1인
당 GDP와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의 격차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체제개혁 측면에서 독일 통일은 더
욱 성공적이었다. 동독의 경우 통일에
따라 모든 제도를 서독과 통합하면
되었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
상적으로 생각하던‘빅뱅’
(big bang)
개혁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었다. 빅
뱅 개혁의 주요 걸림돌인 정치적 제
약을 통일을 통해 단번에 돌파할 수
있었던 셈이다. 통일이 실현됨에 따라
동독 주민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종전
의 공산당 독재와 명령경제에서 벗어

¨ Wirtschaftsforschung)
가 없다. 이 부분은 대개 독일경제연구소(DIW:Deutsches Institut fur
의 추정치를 이용한다. 초기에 주로 인용된 자료는 1990년 -14.4%, 1991년 -30.3%(김영탁,「독
일 통일과 동독 재건과정」
, 한울아카데미, 1997, p. 324)이지만, 독일경제연구소는 나중에 이 수
치를 수정하였다. <표 1>의 1인당 GDP 성장지수 계산에서 사용한 GDP 성장률 자료는 1990년
-15.6%, 1991년 -22.7%이다.
4) 옛 동독은 사회주의 나라로서 통일 이후 체제전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동유럽 체제전환국
과 성장실적을 비교할 수 있다. <표 1>에서는 옛 소련, 동유럽 체제전환국 중 지리적 위치나 문
화적 배경 등의 점에서 동독과 가장 여건이 비슷했다고 할 수 있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중
부 유럽 나라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이 중 체코와 헝가리는 소득수준도 동독과 비슷했지만
폴란드는 훨씬 뒤떨어져 있었다. 체제전환 이후 첫 10년간 성장실적을 보면, 옛 소련, 동유럽 지
역 전체에서 체코와 헝가리는 비교적 우수한 편에 속했고, 폴란드는 가장 우수한 나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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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서독(베를린 제외)의 경제적 수렴(서독=100 대비 동독의 수준)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인당 GDP

노동생산성
(취업자 1인당 GDP)

피고용자 1인당
임금

1인당 개인소비
지출

33
41
50
57
60
62
63
62
63
63
63
65
66
67
67
67
68
69
70

35
48
59
65
66
68
69
69
71
72
74
76
76
77
77
77
77
78
79

51
62
69
72
74
75
75
76
76
77
77
77
77
77
78
78
78
78
80

55
62
68
70
74
76
76
78
79
80
79
80
80
80
79
79
79
79
n.a.

¨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Volkswirtschaftiche Gesamtrechnungen der Lander,
2010.

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훨씬 우
월한 체제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다
만 국유기업을 사유화하는 데는 예상
보다 많은 비용과 고통이 필요했는데,
이는 사유화 대상인 동독의 기업들이
당초 기대에 비해 훨씬 열악한 상황
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동서독
분단 이전의 원소유자에게 재산을 반
환하기로 한 정책도 과도한 행정비용
과 갈등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경제적
으로는 비효율적인 정책이었던 것으
로 평가된다.

3. 독일 통일의 경제적 특징과 그 결과
통일 이후 동독의 경제 실적은 비
교적 괜찮았지만, 두 가지 심각한 문
제점을 보이기도 했다. 하나는 통일
초기의 불황이 너무 심각했다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실업률이 너무 높았
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급속한
경제 회복으로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두 번째 문제는 통일 이후 20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그림 1> 참조).5) 동독 경제에
201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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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생산
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너무 빨리, 그
리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이
는 독일의 통일 방식 및 정책이 갖는
여러 가지 경제적 특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6)

<그림 1>

두 개의 서로 분할되어 있던 경제
권이 통합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단계 또는 수준이 있을 수 있다. 통상
적으로 거론되는 단계는 ① 상품시장
통합, ② 자본시장 통합, ③ 노동시장
통합, ④ 화폐 통합, ⑤ 재정 및 사회

동서독의 공식 실업률 추이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Arbeitslosigkeit im Zeitverlauf, Juni 2010.
주 : 1) 자영업자 제외한 수치, 2) 주당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자는 실
업자로 분류.

5) <그림 1>에서는 통일 이후 초기보다 중기에 실업률이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적극
적 노동시장 정책’
이 대규모로 실시되면서 파트타임 근로나 재훈련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실업
자 범주에서 빠진 데 따른 통계적 착시일 뿐이다. 이들 실질적 실업자를 포함시킬 경우 1991~
93년의 실업률은 30% 내외에 이르며, 1994년 이후의 실업률도 25%를 넘는다. Horst Feldmann,
“Labour Market Policies in Transition:Lessons from East Germany”
, Post-Communist
Economies, Vol. 14, No. 1, 2002 참조.
6) 동독에서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 수준이 형성된 이유에 대해서는 Michael C. Burda and
Jennifer Hunt,“From Reunification to Economic Integration: Productivity and the Labor
Market in East Germany”
,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2001 참조. 단, <표
2>에서 보듯이 생산성과 임금 간의 격차는 2000년대 초 이후에는 거의 해소되었다. 그럼에도 여
전히 고실업이 지속된 것은 많은 실업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실업 상태에 놓이면서 재취업에 필
요한 기술과 노동관습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Christian Merkl and Dennis J.
Snower,“Escaping the Unemployment Trap: The Case of East Germany”
,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6, No. 4, 2008 참조.

58

KIET 산업경제

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

보장제도 통합이다. EU는 ①, ②, ③
을 이룬 상태이고, EU 내의 유로 지
역은 여기에 ④까지 추가한 것이다.
참고로, 중국과 홍콩의 ‘일국양제’
식
통일은 단지 ①만 실현한,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에 불과하다. 이에 비
해 통일 독일은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실현한 완전한 경제통합에 해당
한다. 경제통합의 여러 단계 중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③ 노동시장 통합이
라고 할 수 있다.

(1) 노동시장 통합
동서독의 노동시장 통합 또는 자유
로운 인구 이동은 아직 공식적으로
<그림 2>

통일을 이루기 전인 1989년부터 시작
되었다. 1989년 여름 이후 동독 주민
들은 헝가리, 체코 등 인접 국가를 통
해 서독으로 대규모로 이주하기 시작
했고,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
서 이주 속도는 가속화되었다. 즉 동
서독의 노동시장 통합은 정부당국의
선택 사항이라기보다는 역사적·정치
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통일 초기인
1989년과 90년에는 연간 약 40만 명
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했으나, 그
후 이주 규모는 크게 감소해 1990년
대 중후반에는 연간 2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동서독 간의 인구 이동 추이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Wanderungsstatistik
¨
¨
2003;Bevolkerung
und Erwerbstatigkeit:Wanderungen
2008.
주 : 1989~2000년 자료는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각각 동독과 서독
에 포함시킨 수치이고, 1996~2008년 자료는 베를린 전체를 제외
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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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은 점차 늘어나, 이를 공제한
순이주 규모는 매년 수만 명 정도로
안정화되었다. 1989년에서 2000년까
지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총이주자 수
는 1988년 동독 인구(1,668만 명) 대
비 16%, 순이주자 수는 8%에 해당한
다.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 규모가
빠르게 감소한 것은 뒤에서 살펴볼
화폐 통합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 덕분
에 동서독 간의 생활수준 격차가 빠르
게 좁혀졌기 때문이다(<표 2> 참조).
노동시장 통합은 동독의 임금수준
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했다. 동독
주민들은 통일에 따라 임금 및 소득
도 당연히 서독 수준에 근접하는 방
향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서
독의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이주를 시도했다. 경제학적 개념으로
말하면 이는 곧 기대임금(reservation
wage)의 상승을 의미한다.
또한, 동서독 사이에서는 노동시장
만 통합된 것이 아니라 노조, 최저임
금, 노동보호 등 노사관계 관련 제도
도 통합되었다. 그 중 특히 산별노조
의 단체교섭 관행이 동독에까지 연장
된 것이 통일 초기 동독 지역의 임금
을 크게 상승시킨 주된 이유 중 하나
였다. 당시 서독 노조들은 동독 노동
자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독의 임금을 크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통일
이후 통합 산별노조에서는 동독 지역
에 대해 종전보다 훨씬 높은 임금 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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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켰다.

(2) 화폐 통합
통일 초기 독일 정부의 통일 정책
중 가장 비판을 많이 받은 것은 화폐
통합 정책이다. 당시 중앙은행인 독일
연방은행을 비롯한 경제정책 담당자
들과 독일 국내외의 주요 경제학자들
은 화폐 통합에 반대했으나, 서독 정
부는 이주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동
독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단번에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 수단
중 하나로 화폐 통합을 선택했다.
화폐 통합은 1990년 7월 1일을 기
해 실시되었는데, 개인별로 일정 한도
까지는 동독 마르크 대 서독 마르크
간 1:1, 그리고 한도를 넘어서는 금융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2:1의 교환
비율을 적용했다. 또, 임금과 연금 수
준은 1:1의 비율로 환산했다. 이런 교
환비율은 동독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
던 동독 화폐의 가치를 시장 가치보
다 훨씬 높게 평가해 준 것으로서 동
독 주민들의 자산과 소득을 일시에
크게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그
결과는 동독 주민들의 동독 제품 외
면과 서독 제품 구매, 그리고 과도한
비용 상승으로 인한 동독 기업의 경
쟁력 상실이었다.
화폐 통합 및 여기에 적용된 교환
비율은 초기에 동독 산업의 붕괴를
가져온 잘못된 정책으로 비판받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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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다
지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
다.7) 화폐 통합이 동독 주민의 자산에
미친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금과 연금
등 유량 변수의 움직임은 화폐 통합
그 자체의 효과가 아니다. 화폐 통합
으로 일시에 급상승한 임금은 그 후
에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
했는데, 이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여건에 따른 현상이다. 연금 등 사회
보장 수준은 사회보장제도 통합에 따
라 정해진 것으로서 이것 역시 화폐
통합 그 자체와는 상관이 없다.

(3) 사회보장제도 통합
사회보장제도 통합은 EU나 유로
경제권 같은 다른 경제통합과 구별되
는 독일식 통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이다. 통일 이전 동독에도 사회보장제
도는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동독의
소득수준이 낮았으므로 사회보장제도
에 의한 혜택 수준은 서독보다 훨씬
낮았다. 또, 사회주의 시대의 동독에
는 원칙적으로 실업이 존재하지 않았
으므로 실업보험이 없었다. 통일에 따
라 동독의 사회보장제도는 서독과 동

일한 제도로 개혁되었고 동독 시민에
게도 서독 시민과 동등한 수준의 사
회보장 혜택이 주어졌으며, 두 지역의
사회보장 재정은 통합 운영되었다.8)
사회보장제도 통합에 따라 동독에
서 나타난 핵심적인 변화는 연금 지
급액의 상승과 실업보험의 신설이었
다. 특히 동독 산업의 붕괴로 고실업
상태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상
보다 많은 실업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했다. 동독에 서독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
원은 상당 부분 서독 시민들이 부담
해야 했다.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은 소
득 재분배에 있고, 따라서 고소득 지
역인 서독에서 저소득 지역인 동독으
로 대규모 이전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사회보장제도 통합에 따라 높은 사
회보장 혜택을 누리게 된 것 자체는
동독 주민들에게는 거대한 경제적 진
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라는 안전판이 자립, 자활의 의지를
꺾는다는 ‘복지병’
의 부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동독에서도 사회보장
제도는 주민들의 기대임금 수준을 높
이고 노조의 교섭력을 향상시켜 생산
성보다 높은 임금 수준과 이에 따른

7) Jennifer Hunt,“The Economics of German Reunification”
, A longer version of the entry
prepared for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2008, Feb. 2006((http://web.
mac.com/jennifer.hunt/Hunt/Transition.html, 2010년 8월 5일 검색) 참조.
8)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비롯한 동독의 각종 제도개혁에 대해서는 고일동 편,「남북한 경제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독일식 통일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 한국개발연구원, 1997 참조. 이 연구는 독
일경제연구소(DIW)와 한국개발연구원의 공동연구이다.

2010년 9월

61

고실업을 초래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고 할 수 있다.9)

4. 통일비용
독일 통일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는 흔히 통일비용이 거론된다. 통일
과정에서 서독은 동독을 위해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로, 훨씬 오랜
기간 동안 통일비용을 지출해야 했으
며, 이 지출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체코, 헝가리 같은 다른 동유럽
체제전환국이 별다른 외부 원조를 받
지 않고서도 동독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 실적을 달성한 것에 비교하면,
통일 이후 동독경제의 재건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셈이다.
통일비용은 간단히 말하면‘서독에
서 동독으로의 이전지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다시 공공부문의 이전

지출(재정 및 사회보장 지출)만을 포
함하는 경우와 민간부문까지 함께 포
함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독일에
서 흔히 통일비용이라 하면 대개 공
공부문의 이전지출을 의미한다. 최근
의 연구에 의하면, 2009년까지 공공부
문을 통한 순이전지출(net transfers)
총액은 1조 3천억 유로(독일 할레경
제연구소) 또는 1조 6천억 유로(베를
린자유대학 슈뢰더 교수)로 추정된
다.10) 조금 더 상세한 연도별 자료
(<표 3> 참조)11)에 의하면, 서독(베를
린 제외)은 매년 GDP의 4~5%를
동독으로 보냈고, 동독(베를린 제외)
은 매년 GDP의 30~50%에 해당하
는 막대한 금액을 받았다고 한다. 한
편, 다른 연구12)는 공공부문만이 아니
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 순이전지출
을 추정했는데, 이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 서독 GDP의 7%를 상회했던 순

¨
9) Jurgen
von Hagen and Rolf R. Strauch,“East Germany:Transition with Unification—
Experiments and Experiences”
, CEPR Discussion Paper, No. 2386, 2000 참조.
¨
10) 독일 할레경제연구소(IWH:Institut fur
Wirtschaftsforschung Halle) 추정치에 대해서는
Spiegel Online 2009년 11월 7일자 기사 “Studie zur Einheit:Aufbau Ost kostete 1,3
Billionen Euro”참조. 베를린자유대학 슈뢰더 교수의 추정치는 Klaus Schroeder, Ostdeutschland
20 Jahre nach dem Mauerfall: eine Wohlstandsbilanz, Forschungsverbund SED-Staat,
¨
Freie Universitat
Berlin, 2009, pp. 87~89 참조. 슈뢰더 교수에 의하면 총이전지출(gross
transfers)은 약 2조 유로라고 한다.
11) <표 3>의 자료 중에서 할레경제연구소(IWH)의 2005년 발표 자료(Lehmann et al.)에 나오는
2001~2003년 추정치는 그 이전 시기에 대한 추정치와 달리‘독일통일기금’
(Fonds Deutsche
Einheit, 통일 초기인 1995년까지 통일비용 지출을 위해 조성한 기금), ‘잔여채무상환기금’
(Erblastentilgungsfond:사유화 종료 후 신탁청의 잔여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 및
기타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과 EU 지원금 등을 제외한 수치이며, 이 부분의 금액은 연간
130억 유로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그 이전 시기와의 비교를 위해 이 표에서는 130억 유로를
더한 금액으로 GDP 대비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2003년 추정치는 라그니츠(Ragnitz, 2003)
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할레경제연구소는 2009년까지의 총액 추정치는 발표했지만,
2004년 이후의 상세한 연도별 자료는 아직 공표하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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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통일비용(동독에 대한 서독의 순이전지출) 추정치
공공부문

공공부문+민간부문

서독
(베를린 제외)
GDP 대비 %

동독
(베를린 포함)
GDP 대비 %

동독
(베를린 제외)
GDP 대비 %

서독
(베를린 제외)
GDP 대비 %

동독
(베를린 포함)
GDP 대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4.2
4.8
5.4
5.2
4.7
4.5
4.4
4.1
4.4
n.a.
4.4
4.4

33.6
33.6
32.6
29.0
25.4
24.0
23.7
22.5
24.2
n.a.
24.7
24.5

53.4
50.8
47.3
40.6
35.1
32.7
32.0
30.3
32.4
n.a.
32.8
32.3

5.7
6.3
7.3
7.7
7.6
7.2
7.0
6.2
5.8
5.2
4.8
4.6

42.8
42.4
44.8
45.3
42.3
39.6
38.8
34.7
32.0
29.4
26.9
26.0

2003

4.5

25.2

33.1

n.a.

n.a.

자료 : 1) 공공부문 추정치는 할레경제연구소(IWH)의 추정치로서 1991~99년은 Eckhard Wurzel,
¨
“The Economic Integration of Germany’s New Lander”
,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307, OECD에서 재인용. 이 중 동독 GDP 대비 %는 독일연방통계청의
동독 GDP 공식통계를 이용해 필자 계산. 2001~2003년 순이전지출은 Joachim Ragnitz,
¨
¨
“Wie hoch sind die Transferleistungen fur
die neuen Lander?”
, IWH, 2003; Harald
Lehmann, Udo Ludwig and Joachim Ragnitz,“Transferleistungen und Bruttoinlandsprodukt
in Ostdeutschland”
, IWH, 2005의 추정치와 독일연방통계청의 GDP 공식통계를 이용해 계산
(2001년과 2002년 추정치는 Lehmann 등이 보고한 수치에 130억 유로를 더한 수치임. 각주
¨
11번 참조). 2) Heinz Jansen,“Transfers to Germany’
s Eastern Lander:
A Necessary
Price for Convergence or a Permanent Drag?”
, ECFIN Country Focus, Vol. 1, Issue 16,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2004.

이전지출 총액은 2000년대 초에는
5%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민간부문의 이전지출 규모가 시

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통일비용 관련 자료에서 주목해야

12) 이 연구(Heinz Jansen, 2004, <표 3>의 자료 참조)는 동독 지역 총지출(absorption=gross
domestic expenditure)에서 총생산(GDP)을 공제한 다음, 이 부분에 외국과의 거래가 기여한
부분을 다시 공제하여 순이전지출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여기에는 민간부문의 자본이동이 포함
되며 그 비중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 연구에서 말하는 이전지출은 무상거래를
의미하는 국제수지 개념상의 경상이전과는 다르다. 통일 초기에는 서독에서 동독으로 대규모
자본이동이 이루어지면서 동독이 자본수지 흑자를 보았지만, 나중에 투자수익 회수 등이 발생
하면서 자본수지 흑자가 점차 줄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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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부분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에도 공공부문의 비용 부담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초에는
동서독 간의 경제 수렴이 진행됨에
따라 통일비용이 빠르게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
난 2000년대 초까지도 공공부문의 비
용 부담이 서독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에는
연간 이전지출의 절대 규모는 비슷한
데 비해 GDP 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비율이 다소 떨어졌으며,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그 하락 속도는 당초
예상에 비해 훨씬 느리다.
통일비용 부담이 장기화된 이유는
통일비용의 사용 내역과 긴밀한 관련
이 있다. 독일 경제자문위원회(SVR:
¨
Sachversta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표 4>

의 보고(<표 4> 참조)에 의하면, 통일
비용 중에서 동독경제의 재건을 위한
투자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인프라
건설 및 경제 활성화 지원을 합해
20% 정도에 불과하며,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는 사회보장 지출에다
대체로 소비 용도로 많이 사용된 비
특정 교부금 및 기타 지출까지 합하
면 전체의 3/4 이상이 소비성 지출이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장기간 통
일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사회보장제도 통합에 따른 소비성 지
출의 장기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저소득 지역의 지방정부에 연
방정부 및 고소득 지역 지방정부가
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는 독일의 연
방 재정제도도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장기간 동독은 서독보
다 소득수준이 낮을 것이며 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보장 지출 수요도 계

1991~2003년 동서독 간 공공부문 이전지출의 용도별 내역
금액(10억 유로)

인프라 건설
경제 활성화 지원

160

비중(%)
12.5

90

7.0

사회보장 지출

630

49.2

비특정 교부금

295

23.0

기타 지출

105

8.2

1,280

100.0

총이전지출(A)
동독지역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 수입(B)

300

-

순이전지출(A-B)

980

-

¨
자료 : Sachversta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Erfolge
im Ausland-Herausforderungen im Inland:Jahresgutachten, 2004/2005, SVR, 2004, p.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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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
한 메커니즘에 따른 동서독 간 이전
지출은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독일 통일 사례는 한반도에서 통일
이 추진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예상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또한 어떤 통일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독일 통일 사례로 미루어 볼
때,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지역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및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에 힘입어 비
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룰 가능성
이 높아 보인다. 특히 남한과의 제도
통합에 따라 시장경제체제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매우 중
요한 긍정적 효과이다. 이에 따라 현
재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수많은 북
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급속히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통일이 가
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익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는 장기간 동독 주민들이 고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통일비용
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컸으며 그 중
소비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
적이었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다
시 말해서 통일 이후 동독은‘원조의
존 경제’
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
고, 많은 동독 주민들이 자립, 자활하
지 못한 채 복지 혜택에 의존해 살아
가는 2등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의 문제점은 한국의 경
우에는 독일의 경우보다 몇 배 크게
증폭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통일 직전 동서독과 현재 남북
한의 인구 비율 및 소득 비율을 비교
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표 5>
참조). 먼저 인구 비율을 보면, 동독
인구가 서독 인구의 약 1/4에 지나지
않았던 데 비해 북한 인구는 남한 인
구의 1/2이나 된다. 더욱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소득 비율이다. 통일 직전
동독의 1인당 GDP13)는 서독의 50%
내외,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
은 40%대였던 데 비해,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남한의 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반

13) 통일 전 동독의 GDP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정치가 존재하며, 이들 간의 편차는 매우 크
¨
다. Gerhard Heske, Bruttoinlandsprodukt, Verbrauch und Erwerbstaigkeit
in Ostdeutsch
¨
¨
land 1970~2000, Koln:HSR(Zentrum fur Historische Sozialforschung), 2005, p. 43 참조.
<표 5>에서는 가장 대표적이고 권위 있는 추정치인 DIW 추정치와 최근의 새로운 연구인
HSR 추정치를 함께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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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동서독과 남북한의 인구비율 및 소득비율 비교
1989년
서독 대비 동독(%)

2009년
남한 대비 북한(%)

26.2

48.0

인구비율
1인당 GDP 비율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
비율

DIW

46.7

HSR

55.5

DIW

40.0

HSR

48.5

5.6
n.a.

자료 : 1) 동서독 인구비율:독일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웹사이트
¨
(http://www.destatis.de)의“Bevolkerung
nach dem Gebietsstand”
를 이용해 계산. 2) 동
¨
서독 1인당 GDP 비율 중 DIW(Deutsches Institut fur
Wirtschaftsforschung) 수치:
Conference Board Total Economy Database:Output, Labor and Labor Productivity
Country Details, 1950~2009, Jan. 2010. 3) 동서독 1인당 GDP 및 노동생산성 비율 중 HSR
¨
과 DIW 수치: Gerhard Heske, Bruttoinlandsprodukt, Verbrauch und Erwerbstaigkeit
in
¨
¨
Ostdeutschland 1970~2000, Koln: HSR(Zentrum fur Historische Sozialforschung), 2005,
p. 43, 95, 96. 4) 남북한 인구비율 및 1인당 GDP 비율:한국은행, “2009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
, 2010. 6.

도에서 독일식 통일을 추진할 경우,
독일의 경우와 달리 남북한 경제 격
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두 사회의 통합에 따른 사회
적 충격과 통일비용 부담도 거의 비
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할 때 통일
정책과 관련해 다음 두 가지 시사점
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독
일의 경우처럼 완전 통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완전 통합하면, 북한
주민 중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대다수가 사회보험이 아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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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조 대상자가 되고 여기에 필요한
지출은 거의 전적으로 남한에서 부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무교육
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를 남한 수준
으로 끌어올리는 데도 대규모 재정지
출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남북한 통일
비용을 계산한 연구들은 대부분 북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자
비용을 염두에 두었지만, 독일식 통일
을 추진할 경우 사회보장 및 공공 서
비스 등 소비성 지출에도 막대한 재
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의 인구비율 및 소득격차를 고려할
때 그러한 비용 부담은 남한 시민들
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14) 또한 그렇게 대규모
소득 이전을 북한에 해주게 되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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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역의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고,
북한지역의 산업 재건은 매우 어려워
질 것이며 다수의 북한 사람들이 실
업자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 경우 북
한은 장기간 빈곤지역으로 남게 되며,
사회보장을 위한 이전지출도 한없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지적했
듯이 통일의 가장 큰 이익은 북한 지
역의 경제성장인데, 사회보장제도의
완전 통합이라는 통일 방식을 택할
경우 그러한 이익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
될 시점까지 장기간 동안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분리해서 운영하고
북한 주민에게는 북한 실정에 적합한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만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 남북한에서도 독일처럼 인구
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다면 사회
적 충격과 노동시장 왜곡 효과가 독
일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해질 가능성
이 높아 보인다. 먼저 남북한의 인구
비율 및 소득비율을 고려할 때 인구

이동 압력은 동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클 것이고, 따라서 남한 사회 및 노동
시장이 받는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
는 북한의 임금 상승 효과이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남한으로 이동해
북한에서보다 더 임금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북한에서도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요컨대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노동시장 통합도 북한 지역의
임금을 과도하게 상승시켜 북한 지역
에 대한 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통일을
하는데 인구 이동을 막는 것이 가능
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
서독과 남북한은 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15) 인구 이동을 완전히 막는
것은 어렵더라도 그 규모를 줄이는
정책은 가능할 수도 있다.16) 만약 인
구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어렵다면,

14) 최준욱,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에 대한 재정 측면에서의 고찰”
, 「경제논집」
, 제48권 제1호,
2009 참조.
15) 동서독은 분단 이후에도 주민들 간의 상호 방문과 통신이 계속되었고 심지어는 이민도 가능했
다. 1961년까지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매년 수십만 명, 서독에서 동독으로 매년 수만 명이 이주
했으며, 동독 당국이 통제를 강화한 1961년 이후에도 동독에서 서독으로 매년 수만 명, 서독에
서 동독으로는 매년 수천 명이 이주했다. 김영탁, 앞의 책, p. 110. 이 때문에 동서독 주민들 상
호 간의 적대감과 이질성은 한국의 경우보다 훨씬 적었다. 또한 베를린 장벽과 기타 지역 동서
독 간의 국경선은 비교적 쉽게 월경이 가능한 느슨한 국경선에 불과했지만 한국의 휴전선은
매우 위험한 군사 요새의 성격을 띠고 있어 월경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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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한 문제점을 감수하려는 각
오가 있어야만 통일을 추진할 수 있
을 것이다.
통일은 남북한 시민 전체의 민주적
이고 평화적인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
야 할 국가적 대업이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지, 누가 어떤 부담을 져야 하고 어떤
문제점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냉
철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그
러한 연구 결과를 남북한 시민 모두

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독일 통일
의 경제적 교훈은 통일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희망, 그리고 우려해
야 할 문제점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
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시
사점은 완전한 통합이라는 독일 통일
방안을 한반도에서 답습할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한반도
실정에 적합한, 더 낮은 수준의 통합
방안17)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16) 이영훈,“통일시 노동이동 억제방안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경제논집」
, 제48권 제1호, 2009
참조.
17) 최근의 몇몇 중요한 연구에서도 남북한의 완전 통합을 유예하고 북한을 독립적인 특구로 관리
하는‘특구식’통일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안예홍·문성민,“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통합방식에
대한 연구”
, 금융경제연구 제291호, 한국은행, 2007; 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Goldman
Sachs, 2009 참조. 조세연구원의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통합은 허용하지만 사회보장제도 통합
은 유예하는 경우를 검토하고 있다. 최준욱,「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I)」
, 조세연구원,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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