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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개혁과 독일 통일 :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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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독일 통일은 서독 정부의 강력한 주도에 따라 흡수 통일로 이루어졌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민주화를 주도한 동독 인민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민주화 운동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동독의 과거사 청산과 통일 독일의 개혁은 동독 인민들의 요구에 부
응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독일 통일과 통합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독에서 이루어진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북한에서 추동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지만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개혁과 사회 통합이 잘 이루
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동력
을 가질 수 있을 때 위로부터의 개혁이 성공적일 수 있다. 위로부터의 개혁과 통합은
이를 바탕으로 하되 다른 한편으로 강력하게 작동해야 한다. 특히 조선노동당 독재의
청산과 통일 국가에서의 갈등 해결에서 이 점은 중요하다.
주제어：독일, 통일, 개혁, 슈타지, 청산

I. 머리말
29년과 74년의 차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통일 독일은 이립(而立)을 목전에 둔 29세의
청년이고, 분단 한반도는 고희(古稀)를 넘은 74세의 노인이다. 독일은 45년 만에 분단을
종식시키고 통일 독일로 다시 태어나 29년 동안 새로운 모습으로 우뚝 선 반면, 한반도
의 분단은 세계에서 희귀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3
926153).
**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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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관점과 사안에 따라서는 독일도 아직 통일 후 통합을 완결하지는 못했다는 비판
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통합도 상당할 정도로 진척되어 동･서독 간 균열로 작
용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 2007년 구동독 공
산당의 후신인 민사당이 서독 사민당 탈당파와 통합해 좌파당으로 통합된 것이다. 일차
적으로 이것은 좌파 정당이 전국 정당화함으로써 독일 전체에서 사회 경제적 갈등이 더
심화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 지역의 새로운 지역주의를 대
변하던 민사당이 전국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분단에 기인한 지역주의가 더 이상 정치적
균열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독일의 통일과 통합 과정은 연방제와 지방 자치제 및 의회 정치와 정당 민주주의에 기
반하는 서독의 안정적 정치 체제에 구동독 지역이 성공적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다름 아
니었다. 그에 따라 동독의 권력 구조는 사라지고 서독의 권력 구조가 동독 지역으로 확
장되었다. 그것은 우선 국가 형태에서 단방제 국가인 동독이 해체되고 여러 주들로 나뉘
어 서독 연방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했으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나 지역 간 관계에서는
동독의 중앙 집권제가 서독의 지방 자치제로 전환하는 것을 뜻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비단 흡수 통일에 따라 서독 정부가 관철한 위로부터의 개혁에 기인
한 것만은 아니다. 동독에서는 이미 1989년에 전국적 저항을 통해 사회주의통일당(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이하 SED) 독재가 무너졌고 1990년 3월에는
최초의 자유선거를 통해 민주 정부가 구성되었으며, 이 정부가 서독과 통일 협상을 추진
했다. 간단히 말해 독일 통일은 동독 인민들의 개혁 요구와 민주화 운동에서 발원해 동
독의 새 민주 정부와 서독의 연방 정부가 이루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통합을 위한 개혁도 이러한 측면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통합을
지향하는 개혁은 항상 구체제 청산 문제에 부딪힌다. 통일 독일에서 구체제 청산은 곧
동독 체제의 청산을 의미한다. 구동독 체제에서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탄압한 세력들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진정한 통합도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
제도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지 않고 평등한 통합으로 연결되려면 위
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
이 글은 구동독 및 통일 독일에서 구체제의 청산과 민주 제도의 정착을 위해 위로부터
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통일 이전 동독의 개혁과 민주화 운동, 슈타지 문서 처
리와 SED 독재의 청산을 고찰한 다음, 이를 한반도의 상황에 적용해 상세하게 고찰함으
로써 그 시사점을 알아본다. 이것은 연방제나 지방자치제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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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것과 달리 동독 내 개혁 운동과 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드물다
는 판단 때문이다.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동독 개혁 운동 연구와 동독 과거사 청산 문제 연
구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동독 개혁 운동 연구는 1990년대에 독일 내에서 자주 이루어
졌다. 그중 루흐트(Rucht)와 란트(Land)의 연구를 통일 운동과 사회주의 내 개혁 운동
을 구분해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한 연구로 꼽을 수 있다.1) 하지만 설문 조사 등 경험적
방법을 통해 더욱 엄밀하게 분석한 연구로는 그라이펜하겐 등(Greiffenhagen und
Greiffenhagen)의 논문이 유일하다.2) 그리고 이와 유사한 국내 연구도 정병기의 연구들
외에3) 거론할 만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
동독 과거 청산과 관련한 연구들로는 독일 내에서 그로쓰뵐팅(Großbölting)의 연구,
우리 국내에서 전진성, 고상두, 정흥모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다.4) 이 논문들은 청산 문제
에 특화된 연구들로서 이를 동독의 민주 개혁과 통일 이후 개혁 및 통합 문제와 연결하
는 데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와 달리 이 글은 이 연구들의 성과를 토대로 구동독과
통일 독일의 개혁 및 통합 문제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청산 개념에 대해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청산 개념은
여전히 논자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념과 관련해서도 위 논문들은 유
용한 참고 자료가 된다. 전진성은 ‘청산’이라는 개념이 과거와의 대면을 일정한 선에서
종결시키려 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적 문제 제기와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정신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신 ‘과거 극복
(Bewältigung)’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는데, 이 개념은 과거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관념을
1) Rucht, Dieter, “German Unification, Democratization and the Role of Social Movement: A Missed
Opportunity?”,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Discussion-Papers FS III 95-103,
1995; Land, Rainer, “Eine demokratische DDR? Das Projekt ‘Moderner Sozialismus’”,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vol. 60, no. 11, 2010, pp.13-19.
2) Greiffenhagen, Martin and Sylvia Greiffenhagen, “Die ehemalige DDR als das ‘deutschere’ Deutschland?”,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uerttemberg, Hg. Die neuen Bundesländer, Stuttgart
u.a.: W. Kohlhammer, 1994, pp.9-22.
3) 정병기,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통일 이후의 구동독: 개혁과 통일의 갈등”, 이론 , 여름호(1997), pp.
61-86; 정병기,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사회단체들의 대응: 개혁과 통일의 갈등”, 통일정책연
구 , 제12권 2호, 통일연구원, 2003, pp.301-334.
4) Großbölting, Thomas, “Geschichtskonstruktion zwischen Wissenschaft und Populärkultu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vol. 63, no. 42/43, 2013, pp.19-26; 전진성, “어떻게 부담스런 과거와 대면할 것
인가?: ‘과거 극복(Vergangenheitsbewältigung)’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독일연구 , 제6호, 한국독일
사학회, 2003, pp.133-157; 고상두, “통일 독일의 과거 청산과 한반도에의 함의”, 통일연구 , 제10권 2
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 2007, pp.25-50; 정흥모, “통일 독일의 동독 역사 (재)정립”, 국제정치논총 ,
제38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pp.2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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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하면서도 과거가 단순히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부단한 ‘대면’을 통해 사회
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계기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고 한다.
그밖에 고상두는 ‘진상 규명’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으며, 정흥모는 ‘역사 정립’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독일 연방의회에서 청산에 가까운 개념인 Aufarbeitung을 사용하므로 이
글에서도 청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되 그 뜻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진상 규명과 처
리’라는 두 용어로 풀어쓰기도 한다. ‘진상 규명과 처리’라는 개념은 기존에 사용된 청산
이나 극복 개념과 달리 ‘벗어나 잊음’을 떠올리지 않는 장점을 갖기도 한다는 점에서 더
유용하다. 따라서 이글에서 청산은 진상 규명과 처리를 함께 뜻하는 개념으로서, ‘드러내
어 벗어나 잊기’가 완료된 극복 혹은 청산이 아니라 ‘드러내어 논죄하지만 기억하기’를
포함한다.5)

II. 동독 내 개혁 운동과 통일 독일의 과거사 청산
1. 동독의 사회주의 개혁 운동과 통일 운동 : 아래로부터의 개혁
동독 민주화 운동의 기원은 1953년 동베를린 시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작업 기준
량 인상에 대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시작된 이 시위는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스탈린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갖는 반체제 운동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 시위는 소련의
무력에 의해 진압되었고, 이어 스탈린주의 체제가 공고해진 후 오랫동안 인민들의 저항
은 형성되지 못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동독 내 사회적 ‘평화’는 지
속되었는데, 그것은 체제에 의한 억압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억압 체제가 분단이라
는 특수한 상황과 노동을 매개로 한 효과적 통제 및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에 의해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6)

5) 청산 문제는 동독의 국가성에 대한 법적 논쟁으로도 이어졌다. 국제법적으로나 동서독 관계에서 합법 국
가로 인정된 동독의 국가 기구 행위를 판단하는 주체와 근거는 동독의 기구와 법률이라는 주장도 합당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은 SED 독재 정치의 개혁에 초점을 두므로 그 법적 논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동독 과거 청산의 법적 논쟁에 대해서는 김동률･최성진, “체제 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의 당위성
에 대한 연구: 통일 후 구동독 체제에 대한 청산 과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서법학 , 제66호, 동
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pp.449-481 참조.
6) 현실 사회주의 동독의 사회적 통합에 대해서는 정병기,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통일 이후의 구동독...”,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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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국가인 동독에서는 1950년대의 저항이 실패한 후 많은 이견 엘리트들이 서독으
로 넘어가면서 저항 엘리트가 형성될 기회가 상실되었다. 이것이 폴란드에서 졸리다르노
스치(Solidarnosc)와 가톨릭의 저항이 계속되고 헝가리에서 기술 관료들이 체제 비판 세
력을 형성한 것과 중요하게 다른 측면이다. 한편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
라비아 등 상대적으로 산업이 발전한 동구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독에서도 높은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적 통합이 작동했다. 그라이펜하겐(Greiffenhagen) 등에 따르면 이와 같
은 사회는 “모든 실제 생활들이 노동 현장을 통해” 성공적으로 “매개되고 보장되며 통제
되는” “노동 사회(Arbeitsgesellschaft)”였다.7) 동독에서 노동 사회는 1960년대를 거치면
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하반기까지 동독은 다른
동구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경제 발전을 이루어 풍요로운 복지를 누리는 국가였고, 이를
토대로 계층 간 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 질서를 수립해 인민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었다.8)
생산 수단의 사회화를 통한 무계급 사회의 기치를 내건 동독의 사회주의 질서가 생산
수단의 사유화라는 자본 관계에 입각한 ‘사회적 시장 경제(Soziale Marktwirtschaft)’인
서독 자본주의 질서에 비해 사회 계층 간 평등을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9) 당시 동독과 서독을 직접 비교한 자료는 없지만,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과 서유럽 복지 국가들을 비교한 자료들로 이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평등 수준이 악화된 1980년대 통계로도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대비가 서구 복
지 국가인 영국에서 약 3.9배였던 데 비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약 2.4배, 헝가리에서 약
2.6배, 폴란드에서 약 2.8~3.0배 그리고 소련에서 약 3.3배였다.10) 또한 그 물질적 토대
와 관련되는 경제 성장을 보아도 1950년부터 1970년까지 20년간 서방 18개국(프랑스,
서독,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
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그리스, 아이슬란드)의 연평균 GDP
성장률이 3.8%였던 반면, 동구 8개국(소련,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
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은 4.2%의 성장률을 보였다.11)
7) Greiffenhagen and Greiffenhagen, op. cit., p.15.
8) Offe, Claus, Der Tunnel am Ende des Lichts. Erkundungen der politischen Transformation im
Neuen Osten, Frankfurt am Main and New York: Campus Verlag, 1994.
9) 정병기, “동구 현실 사회주의의 성격과 전환: 과도기 사회구성체로서의 ‘관료적 노동사회’와 자본주의 사
회구성체로의 체제전환 완결”, 정치비평 , 통권 제17호, 한국정치연구회, 2006, p.128.
10) Atkinson, Anthony Barnes and John Mickelwright, Economic Transformation in Eastern Europe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80, p.114.
11) Murrell, Peter and Mancur Olson, “The Devolution of Centrally Planned Economics?.” Journ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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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정한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권이라고 할
때, 현실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은 수입과 생활 조건을 결정하는 소유권과 관련해 자본주
의와는 또 다른 불평등을 결과한 체제였다.12) 자본주의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는
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계급이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을 소유한 사회라
면, 현실 사회주의는 정치, 경제 및 기술적 처분권 중 하나 이상을 소유하거나 적어도 참
가할 권한을 가진 계층이 생산된 부에 대한 특권적 부분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 사회였
다.13) 동독에서 모든 정치･사회･경제적 권력은 국가 기구를 장악한 당과 관료에 집중되
었고, 그에 따라 인민 민주주의 요소는 퇴색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인민들이 ‘정치의 수동적 대상’이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그들의 노동 사회적 통제에 대한 표면적 순응에는 바로 (현실) 사회주의적 평
등에 의한 설득과 경제 발전에 따른 물질적 동기에 의한 ‘통합된 주체’라는 면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이다.14) 이러한 주체성을 가정할 때, 경제 발전이라는 물질적 토대 위에서
성립된 노동 사회적 통합이 약화되면서 다시 저항이 시작된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실제
1970년대 말부터 경제가 악화되어감에 따라 동독에서도 이른바 이견 그룹의 반대 운동
(‘Dissidentbewegungen’)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1980년대 말 소련을 비롯한 현실
사회주의 전체의 변화라는 소용돌이 속에 동독 역시 그 중요한 행위자가 될 수 있었던
내부 동인이었다.
물론 1970년대 말에 생겨난 이견 그룹들의 저항은 교회를 중심으로 인텔리 계층에 기
반한 소규모 평화 운동과 인권 운동 및 민주화 운동의 형태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 운동
의 주도자들은 일반 인민과 노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회의 주변 인물들
(Randfiguren)이었다.15) 하지만 이 뿌리조차 없었다면 급격한 변동기에 대응하는 신속한
Comparative Economics, vol. 15, 1991, pp.239-265.
12) 정병기,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와 통일 이후의 구동독...”, 앞의 논문; Mayer, Karl Ulrich and Martin
Diewald, “Kollektiv und Eigensinn: Die Geschichte der DDR und die Lebensverläufe ihrer Buerg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6, 1996, pp.8-17; Sørensen, Aage B., “Concluding Essay: Class,
Status and Power,” David B. Grusky, ed. Social Stratification: Class, Race and Gender in
Sociological Perspective, Boulder, etc.: Westview Press, 1994.
13) Solga, Heike, “Klassenlagen und soziale Ungleichheit in der DD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6, 1996, p.20.
14) Mayer and Diewald, op. cit., p.16. 한편 그라이펜하겐에 따르면, 동독 사회는 서독과 달리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프로이센의 전통적인 보호-복종 정치 문화를 답습해 인민들이 정치의 수동적 대상이 되
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소련의 무력 진압까지 불러온 1950년대 동독 사회의 저항을 설명할
수 없다. Greiffenhagen and Greiffenhagen, op. cit., p.11.
15) Reich, Jens, “Warum ist die DDR untergegangen? Legenden und sich selbst erfüllende Prophezeiunge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6, 1996, p.6. 이러한 의미에서 이견 그룹들의 운동과 그들을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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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소련과 동구 국가들의 개혁 물결 이후 나타난 새로운 저항 운동
은 과거와는 달리 공개적 정치 세력화로 등장했다는 점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여
기에는 소련의 사회주의 개혁 정책이 동독 내 반대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사회
주의 개혁의 세력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도 중요한 외부 환경 요인으로 작용했다. 게
다가 1989년 여름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를 거쳐 서독으로 향하는 대홍수로 시작된
여행 자유화와 민주 권리의 요구는 체제 개혁의 소리로 전환하면서 9월을 거쳐 10월에는
전 인민적 대중 시위로 확산되었다.16)
이 체제 개혁 요구는 자유 민주적 시민권 주장도 아니었으며 독일 통일을 지향하는 것
도 아니었다. 당시 동독 인민들의 문제의식은 “우리가 인민이다!(Wir sind das Volk!)”라
는 주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 정당이 프롤레타리아트와 인민
의 이름으로 자본가로부터 빼앗은 인민의 권력을 다시 인민에게 돌려주어야 했음에도 불
구하고 당과 관료라는 새로운 억압 체제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저항이었다. 맑스 이론에
따르더라도 자본주의 잔재의 청산과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시
한부 독재를 행사한 후 인민에 의한 자치(코뮨 정치)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SED의 정치는 시한부 독재(Diktatur)가 아니라 당서열명부(Nomenklatur)에 입각한 전제
(專制 Alleinherrschaft)로 흘러갔다. 동독 인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비판하고 그 체제에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개혁 요구에 입각해 대중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다양한 저항 운동 단체들이
형성되었다. 이 단체들은 슈타지(Stasi)17) 문서 공개를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SED 독재
의 종식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결국 강력한 국내외 압력에 처한 호네커(Erich
Honecker)가 실각하고 그 뒤를 이은 모드로(Hans Modrow)가 슈타지를 해체했으며 그
대체 기구인 방첩 기구조차 1990년에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18) 또한 1989년 11월 22
일 이 단체들은 원탁회의(Der Runde Tisch)의 구성을 제안했으며, 실제 일주일 후부터
라이프치히(Leipzig)를 비롯해 곳곳에서 원탁회의들이 활발하게 구성되었다. 물론 원탁회
의 구성에는 SED가 저항 운동 단체들에게 책임을 분담시키고 새로운 정국에서 대화를
시민 운동과 시민 운동 단체라고 부른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시민’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시민 개념과 달라 주의를 요한다.
16) 1980년대 말 동독 내 사회주의 개혁 운동에 대해서는 정병기,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사회단체
들의 대응...”, 앞의 논문, 2003, 제III장을 주로 참조.
17) 동독 정보부 겸 비밀경찰로 정확한 명칭은 국가안전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MfS).
18) 최승완, “독일의 또 하나의 과거 청산: 구동독 국가안전부 문서처리 작업”, 역사비평 , 통권 제74호, 역
사비평사, 2006, pp.4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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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3일 SED는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로 당 권력의 핵심 기구인 중앙위원회(Zentralkomitee)와
정치국(Politbüro)을 해체함으로써 인민들의 요구에 부응했다.
그에 따라 특히 중앙원탁회의는 SED의 제안에 따라 인민의회 의원들과 정당 및 저항
운동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국가 차원의 장래 문제를 토론하는 장으로 기능했다. 12월
7일 첫모임이 개최된 이래 중앙원탁회의는 정부와 협조해 새 선거법 제정과 제도 개혁
등 적절한 개혁 조치와 수단들을 창출하고 행사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였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원탁회의는 SED가 사회 통제력을 상실한 1989~90년 간 권력의 공백기에
정부와 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치로 발전했으며, 급기야 1990년 3월 최초의 자유선거
를 통한 인민의회 구성을 성사시켰다.19)
동독 인민들의 저항이 촉발된 후 원탁회의 구성을 거치는 기간은 동독 민주화 운동의
절정기였다. 1950년대 초의 저항이 소련군 투입과 동독 정부의 억압으로 실패한 것과 달
리, 1980년대 말의 저항은 동구권 변화의 흐름 속에서 동독 정부의 전향적 태도로 인해
성공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1980년대 말의 내부 동력은 이른바 “민주주의의 아이들
(Kinder der Demokratie)”이라고 불렸던 수많은 저항 운동 단체들로부터 나왔다.20) 인민
의회 선거 직전인 1990년 2월까지 동독에서 저항 운동을 추동한 단체들로서 정당 35개,
시민 단체 16개, 여성 단체 12개, 청년 단체 52개, 노조 6개, 기타 정치 단체 24개, 직업
단체 42개가 조직되었다.
1990년 자유선거에서 블록 정당들의 역할도 중요했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까
지 다양한 정당들이 각축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경험했으며, 이 경험은 왜곡된 형태로 재
편되기는 했지만 동독에서도 그 흔적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정당 체
제에 뿌리를 둔 기민연(기독민주연합: CDU), 자민당(독일자민당; LDPD), 사민당(사회민
주당: SDP) 등은 동독에서 블록 정당들(Bolck Parteien)로 존재했다. 이 정당들은 비록
SED 주변에서 대중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것이 선거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토대가 되었다. 곧 SED가 사실상 해체된
후 이들은 서독 자매 정당들로부터 재정과 장비의 지원 및 전문적 조언을 받아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통일 이후 각자 자매 정당들과 통합해 통일 이후 동독 지역 정당
체제를 구성했다.21)
19) Rucht, op. cit., p.11.
20) 동독 격변기에 드레스덴(Dresden) 시장을 지낸 베르크호퍼(Wolfgang Berghofer)의 표현. 이 단체들에 대
해서는 박성조, 독일 통일과 분단 한국 ,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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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정당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동독 내 저항 운동과 그 성공은 통
일 이전 동독에서 이미 민주화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 민주화
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며, 여기에 동독 정부가 수동적으로 호응함으
로써 가능했다. 하지만 진정한 인민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사회주의 개혁 운동은 인민의
회 선거를 전후해 통일 운동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인민의회 구성 이후 통일이 급격하
게 이루어지면서 개혁과 민주화의 마무리는 통일 정부에게 넘어갔다.

2. 통일 독일의 동독 과거사 규명 및 처리 : 위로부터의 개혁
흡수 통일에 따라 동독 지역에는 현실사회주의 국가 기구가 해체되고 서독 제도가 수
용되었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공무원 인사 변동이 불가피했다. 연방제와 관련된 국가
기본 질서를 규정한 것이 국가 기본법이라면, 통일 직후 기본법 개정 때까지 동독의 서
독 편입에 따른 재편을 규정한 것이 통일조약이다. 특히 동독 관리들의 배제와 서독 인
물들의 이식으로 대표되는 인사 정책은 이후 통일 독일의 사회적 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22) 곧 통일조약 규정에 따라23):
통일 후 지속되지 않는 모든 관공서의 고용 및 임용 계약은 통일과 함께 중단되며, 최고
6개월까지(이 기간 동안은 이전 6개월간 월 평균 임금의 70%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다른 기관에 임용되지 않을 때 자동 소멸되고;
SED 정권의 특정 정치 기관 관련자는 파면되며;
1992년 10월 3일까지(곧, 통일 후 2년까지) 기관 해체, 잉여 인력, 자격이나 능력 미달
인력은 해임 내지 해고된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1989년 9월 30일 당시 전체 230만 명이었던 동독 공무원들 중 1993년까지
74만 명이 해임 또는 해고되었다. 그 이후에도 35만 명의 해임･해고가 더 진행되어 통일
이후 총 1백만 명 이상의 해임･해고가 단행되었다. 업무가 폐지되지 않고 남아 있는 빈

21) Schmidt, Ute, 1994, “Transformation einer Volkspartei - Die CDU im Prozeß der deutschen
Vereinigung”, Oskar Niedermayer and Richard Stöss, eds., Parteien und Wähler im Umbruch.
Parteiensystem und Wählerverhalten in der ehemaligen DDR und den neuen Bundesländern,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94, pp.40-41.
22) 인사 정책에 대해서는 정병기,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통일 이후의 구동독: 개혁과 통일의 갈등”, 앞의
논문, 제3장 1절을 주로 참조.
23) Henneberger, Fred, “Personalentwicklung in den öffentlichen Verwaltungen der neuen Bundesländer”,
Deutschland-Archiv, vol. 28, no. 1, 1995, p.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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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는 서독 공무원들을 임명하기도 했는데, 1993년까지 동독지역 행정기관들에 배치
된 서독 공무원은 총 3만5천 명 정도였다(연방업무 1만5천 명, 주 및 지역 업무 1만 명,
기타 1만 명).24) 그밖에 대부분은 연방제와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따라 동독 신설 주들과
지자체들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 인사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SED 독재 청산의 문제였다. 그것은
슈타지 문서 공개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실제 슈타지 청산 문제와 동일시되다시피 했다.
슈타지는 1950년 발족해 1989년에는 10만 명의 정식 요원을 가진 거대 국가 기구로
발전해, 도청, 우편물 검열, 고문과 자의적 형사 처벌, 진학･직업상 부당한 차별, 심리적
테러, 스캔들 조작을 통한 사회적 매장, 살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을 탄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민들을 ‘비공식 정보 요원(Inoffizielle Mitarbeiter)’으로 이용해 이웃,
친척, 친구, 배우자까지 감시하도록 했는데, 1980년대 동안 그 인원은 연평균 동독 전체
인민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약 17만5천 명에 달했다.25)
앞서 기술했듯이 1989년 동독 인민들의 저항에 의해 모드로 정부가 슈타지를 해체하
고 방첩 업무만 수행하는 국가안전국(Amt für Nationale Sicherheit)으로 대체했다. 하지
만 정부는 정식 요원들 중 약 8천 명만 해고하고 그 핵심 지도자들을 유임시켰으며, 심
지어 범죄 은폐를 위해 주요 문서들을 파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인민들은 에어푸르트
(Erfurt) 등지에서 슈타지 건물을 점거하는 등 다시 강력하게 저항했다. 결국 1990년 2월
정부는 국가안전국도 폐지하기로 하고 문서 파기를 중단했다. 이어 1990년 3월 구성된
인민의회가 8월 20일에 문서 공개를 토대로 슈타지를 정치･역사･사법적 측면에서 비판적
으로 조명할 것을 골자로 하는 문서처리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슈타지 처리를 통해 SED 독재를 청산하려는 작업은 다시 한번 어려움에 봉착
했다. 무엇보다 통일조약 협상에서 통일 후 사회 통합의 저해를 우려해 슈타지 문서를
독일연방문서고에 귀속시킨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소 30년간 문서
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동독 인민들은 베를린 슈타지 건물 점거 등을 통
해 또 다시 거세게 반발했고, 이 저항에 봉착한 인민의회도 비준 거부로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그에 따라 합의는 취소되었고, 통일 독일에서 새로운 슈타지 문서처리법(StasiUnterlagen-Gesetz)이 제정되어 1991년 12월 29일 발효되었다. 이 법을 토대로 1992년
부터 본격적으로 슈타지 문서들이 공개되고 인권 탄압 행위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 단행
24) Ibid., pp.394-402; Osterland, Martin, “Kommunale Demokrati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e
Bilanz”,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50, 1996, pp.41-46.
25) 슈타지 활동과 슈타지 문서처리법 제정 과정에 대해서는 최승완, 앞의 논문, pp.414-4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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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인
1 공개의 원칙을 따르고, ◯
되었다. 문서처리법은 ◯
3 문서 공개를 통해 슈타지의 실체를 역사･정치･사법적 측면
정보 및 인권을 보호하며, ◯

에서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과제와 목표로 규정했다.
이 법안에 따라 연방의회는 1992년 의회 내에 연방의회의원과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
된 ‘SED 독재 역사 및 잔재 청산 특별 위원회(Enquete-Kommission zur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를 설치했다(연방의회의원 32명과 관계
전문가 11명을 합해 총 43명으로 구성되고 6개 분야별 소위원회로 조직됨). 또한 1998
년에는 의회 밖에서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SED 독재 청산 연방 재단(die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을 설립했다.26) 당시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민사당이 동독에 대한 총체적 편견의 조장을 우려하며 반대했지만, 다른 모든 정당들(사
민당, 기민/기사연, 자민당 및 동맹90/녹색당)은 동독 내 SED 독재에 대한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찬성했다.27)
청산특별위원회는 SED의 정책과 기구가 자행한 인권 침해와 시민권 침해를 비롯해 자
연과 환경의 파괴 행위, 국제 인권 협약과 국제 인권 기준의 위반 및 각급 단계에 걸친
억압 행태를 조사하고, 그 물질적･도덕적 원상 회복 가능성을 검토하며, 각 분야에서 체
제 저항 활동 및 야당 활동의 유형 및 배경을 파악하고, SED 독재 시기 동독 교회의 역
할과 위상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부여받았다.28)
한편 연방정부도 1992년 ‘연방 슈타지 문서 처리청(Der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BStU)’을 설립하고, 동독
독재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슈타지 문서 처리를 집행했다. 연방의회 특별위원회와 달리
문서처리청의 업무는 처음부터 다양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문서 공개를 반대하는
집단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는데, 보복 확산과 동독인들에 대한 첩자 낙인 같은 동서독
인들 간의 괴리감 증대를 우려하는 이른바 ‘사회적 평화론자’들이 첫째 집단이고, 구동독
권력 엘리트와 그 수혜자들이 둘째 집단이며, 좌파에 대한 마녀 사냥과 사상 검증을 우
려하는 일부 서독 진보 지식인들이 셋째 집단이다.29) 그러나 이 집단들의 반대는 여론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되었다.
26) 황병덕, 동서독 간 정치 통합 연구 ,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89;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Tätigkeitsbericht 2012, Berlin: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2013.
27) Der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 (BKM), ed.,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Berlin: Besscom AG, 2013, pp.21-22.
28) 황병덕, 앞의 책, pp.89-90.
29) 최승완, 앞의 논문, pp.42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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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오히려 정부로부터 행사된 압력으로 인해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이었
다. 그 대표적 사건이 2001년 시작된 콜 총리와 문서처리청의 공방전이었다.30) 과거 슈
타지가 콜을 비롯한 서독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도청의 녹취록이 당시 콜
총리의 정치 자금 스캔들과 연루되었음이 밝혀지자 의회가 문서처리청에 문서 공개와 자
료 제공을 요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콜 총리는 당사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슈타지 문서처리법 제5조를 근거로 의회에 자료 제공을 하지
말 것을 문서처리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문서처리청은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공인의 경
우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정보를 누출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문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문서처리법 제32조에 근거해 문서를 공개하려 했다. 결국 콜 총리는 베를린 행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자신에 관한 기록이 학계나 언론에 개방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
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년에 걸친 공방 끝에 2004년 7월 연방행정재판소가 개인의
인격권을 우선시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에 따라 문서처리청은 사회･정치적 영향력
이 큰 주요 인사들, 고위 공무원, 주요 사회･정치 조직 간부들에 대한 문서를 당사자의
동의에 한해 공개해야 한다는 제약을 받게 되었다.
수사 기관과 사법부도 동독 과거 청산과 관련해 중요했다.31) 특히 베를린 특별수사부
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 특별수사부는 SED 정부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다른 주들과 연방으로부터 210명의 수사관과 60명의 검사를 지원받아 총 430명의 수사
관과 80명의 검사로 구성되어 방대한 규모를 가지고 업무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동독
을 탈주하려는 자에게 사격을 명령한 국가안보회의의 결의 행위, 국경수비대 병사의 총
격 행위, 법률을 왜곡하여 판결한 판･검사들의 행위, 선거 조작과 같이 체제 유지를 위해
행한 불법 행위 등 크게 네 가지였다.
하지만 이 문제는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통일 후 동서독 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민감
한 사안이었다. 실제 사법적 처벌은 국경 탈주자 사살과 연루된 동독 고위 관료 3명에게
최고 6년의 징역형을 언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마지막 SED 서기장 Egon Krenz,
동베를린 SED 지부장 Guenther Schabowski, 각료회의 부의장 Günther Kleiber).32) 이
와 같이 미진한 사법 행위에 반대해 저항 운동 단체 ‘민주주의 지금(Demokratie Jetzt)’
에서 활동했던 울만(Wolfgang Ullmann)은 자연법주의에 의거해 정권 범죄를 처벌하기

30) 위의 논문, 433-434.
31) 고상두, 앞의 논문, pp.26-34.
32) 호네커에 대해서는 최종 선고를 받기 전에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1993년 1월 재판 중지 결정
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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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안으로 도덕적 권위와 준사법적 권한을 갖고 연방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국민심
판소를 설치해 범죄 책임자를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33) 이에 대해
당시 바이체커(Richard von Weizsäcker)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이 제안에 찬성하였으나
국민심판소가 처벌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되고 진상 규명의 권한만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
하였다.
결국 이러한 요구들은 상술한 연방의회 특별위원회 설치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의회
특별위원회조차 민주적 합의를 통해 독일의 내적 통합을 실현한다는 본래적 취지에서 벗
어나 통합의 잠재력을 상실해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34) 무
엇보다 특별위원회는 동독의 현실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소수 서독 전문가들과 구동
독 반체제 인사들 중심으로 운영되어 동독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일방적 해석만
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이 비판은 통일 후 청산 작업을 ‘승자의 정의’라고 보는 민사당
의 입장에 가까운 주장이기는 하지만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했다.
이와 달리 통일 독일의 과거사 청산은 오히려 처벌의 수준이 대단히 온건했다고 말하
며 ‘승자의 정의’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35) 이 입장은 통일 이전
동독 인민들로부터 시작된 강력한 청산의 분위기가 동력을 상실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서독인들의 무관심과 서독 정당들 및 정치 엘리트들의 소극적 태도 그리고 동
독인들의 거부감 등에서 찾았다. 이 주장을 제기한 오페(Offe)에 따르면, 서독인들은 동
독 체제의 범죄가 중남미나 나치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고 보고 있으며, 동독
의 반체제 인사들은 서독의 정치 엘리트들이 구동독 정권과의 잠재적 공모 관계가 드러
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또한 동독인들은 강력한 과거
사 청산을 실시할 경우 자신들이 동독 시절에 취했던 기회주의적 태도가 폭로될 것을 두
려워하는 한편, 암울한 경제 현실의 극복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이것은 동독
독재의 청산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한 원인을 지적하는 색다른 주장으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동독 인민들의 강력한 민주화 투쟁과 개혁 요구들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33) 위의 논문, pp.35-37.
34) Yoder, Jennifer A., “Truth without Reconciliation: An Appraisal of the Enquete Commissin on the
SED Dictatorship in Germany”, German Politics, vol. 8, no. 3, 1999, pp.59-80.
35) Offe, Claus, Varieties of Transition: The East European and East German Experience, Cambridge:
The MIT Press, 1997, 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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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반도 통합을 위한 시사점 :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위로부터의 개혁의 조화
북한 사회에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동독의 민주화
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다. 동독과는 사정이 너무 다른 북한에서 적
어도 동독과 같은 민주화로 추진된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형태로나마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불가능해
서도 안 된다. 그것은 지금부터 그러한 여건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체제와 이념에서 동독과 다른 길을 걸어 왔다. 동독 체제의 한계는 스탈린주의
체제였다는 것이지만, 그 체제는 붕괴되기 직전까지 더 큰 범주에서 보면 마르크스-레닌
주의의 틀 안에서 작동했다. 따라서 공산주의 이론을 실현하는 SED라는 집단적 카리스
마가 지배한 사회였다. 그러나 북한은 주체사상을 공고히 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했으며 김일성 일가의 인격적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사회로 변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과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일가의 전제를 합리화하고 조직화하는 역할에
한정된다.
동독에서와 같은 이견 그룹과 블록 정당은 이러한 체제를 가진 북한에서 자리 잡기 어
렵다. 특히나 전쟁을 치른 한반도에서 이견 그룹은 곧 반체제나 이적 단체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국제 무대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데탕트가 시작되었지만 한반도에서
는 남한의 햇볕 정책 시기를 제외하고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냉전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에도 조선노동당 외에 다른 정당들이 존재한다.36) ‘우당(友黨)’이라는 명칭으
로 불리는 조선사회민주당(1945년 창당)과 조선천도교청우당(1946년 창당)이 그것이다.
“노동계급의 당과 통일전선을 이룬 단계에 있는 정당”이라는 뜻에서 우당은 동독의 블록
정당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체제 안에서 주민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대남 선전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동독의 블록 정당과
는 성격을 크게 달리 한다. 곧, 북한 내에서 인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정당은 노선노동
당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바로 이러한 특수한 활동으로 인해 두 정
당은 북한 내에 지방 조직을 갖추지 않아 전국 조직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동독의 블
록 정당들과는 판이하다.

36) 홍민, “북한의 정당”, 노동사회 , 통권 제61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 pp.1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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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북한 사회가 조선 시대 봉건적 정치 문화에서 일제 식민지를 거쳐 전체주의 국
가로 진입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계층 갈등이 정치적으로 성장할 사회적 토대를 처음부터
갖추지 못했다는 점과도 연결된다.37) 국가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이 다르지
않지만, 북한식 현실 사회주의적 산업화는 사회 계층을 생산 수단의 소유 여하에 따라
분화시킨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소유 여하에 따라 분화시켰다는 점에서 남한의 경우
와 판이하다. 남한도 개발 독재에 의해 정부 주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의회
와 시민 사회 및 생활 세계를 허용하면서 시장을 형성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산업 혁명에 속한다. 이와 달리 북한의 산업화는 의회와 시민 사회 및 생활
세계를 국가에 복속시키고 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혹은 파시즘적 산업화로 볼
수 있다.
솔가(Solga)의 논의를 따르면, 북한은 정치･경제･기술적 처분권 중 하나 이상을 소유하
거나 적어도 참가할 권한을 가진 계층이 생산된 부에 대한 특권적 부분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 사회로 형성되어 왔다.38) 그리고 이러한 계층 분화는 관료와 인민의 갈등이 곧 부
의 특권에 따른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북한의 개방이 이루어지더라도 체제 내 개방
으로 전개될 때에는 적어도 일정 기간 강화 내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은 독일의 경우에 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독일이 급속하게 통일되었지만 평화적인 과정을 거쳤고 통일 이후에도 정
치적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동독 내에서 이미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졌
으며 이를 위한 동독 내 사회적 토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단초를 찾
기 어려운 북한에서 이러한 토대를 형성하는 것은 요원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의 개방을 통해 이러한 토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의 갈등 구조는 분단 시기로부터 이어받는 갈등을 포함하며, 통일 과정에 따
라 달리 형성되어갈 것이다. 물론 남한 내의 갈등 구조도 중요하지만 북한 내의 갈등에
관심을 한정한다면, 북한에서도 산업화 및 개방화의 진전과 다원화가 확대되면서 지역
갈등, 계층 갈등, 도농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39) 그중 도농 갈등이 평안도나 함
경도 등 지역 갈등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고, 개방화 속에서 통일이 진전되면서
북한 체제 이념인 주체사상으로부터 이탈해 새로운 이념 진영을 구축하는 경우가 생겨날
37) 정병기, “통일 한국과 내각제”, 윤영관･강원택 편. 통일 한국의 정치 제도 , 서울: 늘품플러스, 2015,
pp.89-125.
38) Solga, “Klassenlagen und soziale Ungleichheit in der DDR”, op. cit., p.20.
39) 박영호, 1994, “통일 한국의 정치 사회적 갈등 양태와 해소 방안: 신정치문화의 구축을 위하여.” 세계질
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4권, 1994, 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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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관료-인민의 갈등과 중첩되겠지만, 점차 계층 갈등에 사회적
토대를 두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단체와 정당의 형성에 적합
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통일 이전 혹은 적어도 통일 과정에서 어떻게 실
질적인 조직화로 실현해 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통일 이후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는 조선노동당 정치의 청산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등장할 것이다. 통일 국가의 전제에서 민주주의를 삭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조선노동
당의 정치는 독재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도 동독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통일 이
전에 북한 사회에서 그 토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북한 내에서
그러한 사회적 토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정치적 이유로 인해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동서독에 비해 적대 관계가 더욱 첨예한 남북한의 경우는 북한 체제의 청산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다고 무력에 의한 폭력적 통일을 지향
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못하다. 평화적 통일을 기정사실로 가정할 때, 그 과정에서
남북한 통치 세력들 간에 일정한 타협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통일 이후 청산
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2001년 콜 총리와 문서처리청의 공방전과 그 귀결이 유사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결국 통일 후 조선노동당 청산의 문제도 북한 내부에서 형성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압력을 중요한 요소로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통일 이전 북한 사회에서 이
미 민주화가 일정하게 이루어져 독재 청산도 민주 정부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먼저 추동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통합의 과정에서 함께 추진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할 경우에도 통일 이전에 북한
내부에서 형성된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IV. 맺음말
흡수 통일에 따라 동독의 현실 사회주의 제도들은 모두 사라지고 동독 지역들은 서독
연방에 편입되었다. 이 흡수 통일은 당시 서독 콜 총리와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가능했
다. 이를 두고 식민지화(Kolonisierung)에 빗대어 콜 총리에 의한 식민지화라는 의미로
콜민화(Kohlonisierung: Kohl民化)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것은 동독인들의 의
사에 반해 서독, 특히 서독 지배층이 동독 체제를 철저히 말살하고 동독과 동독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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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화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판단은 절반 정도만 옳다.
콜 총리와 기민연이 급속한 통일을 통해 집권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지만 통일 후 5년
내에 동서독 간 사회 경제적 평등과 통합을 이룩한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신탁청 등을 통한 사유화 과정은 서독 자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다는 분석들이 이어졌
다. 하지만 과거사 청산과 제도 개혁이라는 정치 개혁의 측면만을 볼 때에는 오히려 동
독에 대한 청산이 미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것은 콜민화 주장과 달리 서독 집권 세력과 동독 전체의 대립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
라 동･서독 집권 세력과 동독 인민들의 대립을 전제할 때 설명이 가능하다. 곧 동독의
과거사 청산과 통일 독일의 정치 개혁은 동･서독 집권 세력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동
독 인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독일 통일은 서독 정부의 강력한
주도에 따라 흡수 통일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주화를 주도한 동독 인민들
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민주화 운동으로 가능했다. 통일 이전에 이미 동독은 자유
선거를 통해 민주 정부를 구성하고 슈타지 폐지 등 과거사 청산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속한 통일 진행 과정에서 동･서독 정부는 인민들의 요구를 침식하는 방향으
로 타협을 했다. 실제 통일조약으로 이루어진 급속한 통일을 통해 동독의 지배층 일부는
서독 정부로부터 일정하게 신변 안전과 권리 유지를 보장 받기도 했다. 동독에서 자체
민주화가 안정적으로 완성된 다음에 통일이 이루어졌다면 더 철저한 독재 청산이 이루어
졌을 것이라는 주장40)은 이러한 판단에 근거한다. 통일 이후 제도 개혁과 과거사 청산은
동독 시절과 달리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연방제 개혁은 동독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 생략되었으며, SED 독
재 청산 작업도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정치 엘리트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추진되었
다.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위로부터의 개혁이 조화를 이루었던 동독 민주화와 독일 통일
의 맥락이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서 끊긴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과 통합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높
이 평가할 만하다. 통일 과정에서 폭력적 갈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 후 통합 과정
에서도 정치적 균열을 점진적이나마 잘 극복해 왔기 때문이다. 분단이 고희를 넘어선 우
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통일은 부러워하고 전범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되 부정적 측면을 피해감으로써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도 있다. 특히 아직 분단 상황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지만 통일
이후 통합을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도 통일 이전과 통일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중
40) Land, op. cit.,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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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통일 이전 동독에서 이루어진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북한에서 추동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다른 형태로나마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할 때,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개혁과 사회 통합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방식과 형
태로든 통일이 평화적으로 성사되려면 일정한 타협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위
로부터의 개혁과 청산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동력
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위로부터의 개혁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주민들
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효율적인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위로부터의 개혁과 통합이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조화를 이루되 그
자체로도 강력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조선노동당 독재의 청산과 통
일 국가에서의 갈등 해결에서 이 점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 사회 단체
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민주적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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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Reform in the GDR and the German Reunification :
The Implication of Reform from Above and Reform from
Below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ungkee Jung
Germany was reunified by the West absorbing the East under the strong leadership of
the West German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it was possible through the reform and
democratization movement from below by the East German people. However, the
clearance of the East-german history (Stasi in particular) and the reform of the reunified
Germany failed to meet the demands of the East German people. Nonetheless, German
reunifi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have been achieved peacefully, having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It is unlikely that the reform in the GDR would be carried out in
North Korea.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from now on in order to
achieve successfully the reform and social integration of North-korean region after
unification. The Reform from above can be successful when the reform from below can
have power. Reform and integration from above should be based on the reform from
below, but on the other hand it must be promoted forcefully.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for the dictatorship clearance of the North-Korean Workers’ Party and for the conflict
resolution in the unified Korea.
Key Words : Germany, reunification, reform, Stasi,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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