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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붕괴 후 25 년: 
 
 
 

IWH 연구를 통해 본 동독의 경제 통합 

 

 
 

25 년 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구동독 시민들은 그들의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되찾았다. 그후로 그들은 자유롭게 여행하고 거주지와 일터를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로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독일 통일이 진행되었다: 1990 년 3 월 18 일 동독 최초의 인민의회 자유선 

거, 1990 년 7 월 1 일 경제/통화/사회 통합 그리고 마침내 서독 기본법의 

지역 범위에 동독이 가입함으로써 독일 통일 달성이 달성되었다. 물론 

동서독의 경제 통합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다.I 

 
 
 
 
 
 
 
 
 
 
 
 
 
 
 
 
 

5 



장벽 붕괴 후 25년         할레경제연구소  –  I W H 

 
 
 
 
 
 
 
 
 
 
 
 
 

동서독 간의 이주 

대차대조표가 0 에 

근접함 

 
 
 
 
 
 
 
 
 
 
 
 
 
 
 
 
 
 
 
 
 
 
 
 
 
 
 
 
 
 
 
 

 
서독 보다 

동독의 산업 

생산에 더 

많은 자본이 

집중됨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 빠른 초기 

성장... 
 

 

장벽 붕괴 후 많은 사람들이 동독보다 

서독에서 직업적 전망이 더 밝다고 바라 

봤다. 비록 우려한 것처럼 수 개월 내로 수 

백만 명의 대량 이주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1990 년부터 2013 년까지 1 백 9 십만 명이   

동독을 떠났다(도표 1). 2000 년대에는 서독 

으로의 순 이주가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적 

지만 동독으로의 순 이주가 나타났다 (베를 

린 포함). 과거 몇 년 동안 동독의 인구 

발전은 동서독 간의 국내 이주에 의해서는 

적게 영향을 받았고 외국으로부터의 인구 

이동에 의한 것이다(도표 2). 

반대로 광범위한 보조금 덕에 순 자본은 

동독으로 흘러 들어갔다. 독일 통일 후 

10 년 만에 동독의 1 인 노동자 당 투자가 

서독의 30%를 웃돌았다(도표 3). 장벽 붕괴 

후 동독은 자본 설비(Ausstattung)에서는 

분명하게 만회했지만, 자본 스톡(Stock)은 

여전히 서독보다 더 낮았다. 2011 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당 자본 설비는 서독의 90% 

수준에 도달하였다(도표 4). 

 

동독의 제조업은 상품(Güter)과 제품 (Leist- 

ung) 생산에 있어서 서독보다 훨씬 더 자본 

집약적이 되었다. 

적어도 1990 년대 상반기까지 기업 부문 

에서의 자본스톡의 현대화는 생산성을 빠르 

게 상승시켰다. 

 

 
황폐한 구동독의 공장 

 

 
 

왜냐하면 새로 지어진 현대식 공장들이 현 

대적 장비들로 인하여 훨씬 더 적은 노동 

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낡은 장비들을 

임시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 국영 기업에서 

어쩔 수 없이 수리 및 유지 보수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과거 로이나 공장(Leuanwerke) 지역에 세워진 

현대식 케미컬 파크 

생산 자본의 현대화는 초기 서독의 2/5 

수준이었던 동독의 생산성과 1 인당 경제적 

성과를 1990 년대 상반기에 급격히 성장 

시켰다(도표 5). 그러나 고도의 생산성은 해 

고로도 이어졌다. 1990 년대의 여파로 동독 

의 실업률은 급격히 증가했고 2000 년대 중  

반에는 20%를 상회하였다. 이후 고용 수준 

은 개선되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잠재 

경제활동인구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결과 동독의 실업률은 현저히 감소되고 

실업측면에서 동서독 간의 격차가 감소되었 

다(도표 6). 

 
 
 

이후 동독 융합과정의 부진으로 

급변한, ... 
 

 

1990 년대 중반부터 경제력과 생산성에서 

서독 따라잡기(Aufholprozess) 속도가 현저 

하게 감소되었고, 2000 년대에는 이와 관련 

된 동서독 간의 격차가 더 줄지 않았다. 

2013 년 1 인당 국내 총생산량이 서독 수준 

의 70%에, 생산성은 거의 80%에 도달하 

였다(도표 5). 통합 과정이 느려지고, 이후 

다소 부진해졌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놀랄 일은 아니다. 

경제 통합은 통일 후 초기 연도에는 비교적 

활발히 진전되었다. 국제적, 역사적으로 보 

아 기대했던 것보다 동독은 서독이 그러했 

던 것보다 더 빨리 만회하기까지 했다. 

완벽한 통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개발된 지역들이 국민 경제에 경제적 진보 

의 원동력을 매우 상이하게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 연구 및 개발 영역의 자원들), 이 

러한 다양성은 더 잘 갖췄거나 제대로 갖추 

지 못한 지역들 간에 지속적으로 상이한 개 

발경로를 마련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달 

성하기 위한 잠재력이 지역에 다양한 결과 

를 낸다면, 이러한 차별성은 더욱 강화된다. 

 
 
 

동독의 지속적인 구조적 

약점들 
 

 

서독에 비해 동독은 장벽 붕괴 후 25 년이 

지난 지금에도 상당한 구조적 약점들을 

드러낸다.II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규모가 

평균 서독기업들의 절반 크기로, 기업들이 

현저하게 작다는 것이다(도표 7). 독일 일간 

지 DIE WELT(디 벨트)지가 발표한 대기업 

순위 500 위 중 34 개 기업들만이 신연방주 

(구동독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도표 8). 

 
 
 
 
 
 
 
 
 
 
 
 
 

완벽한 통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작은 규모의 

기업들과 

대기업 

본사들의 

부재가 

핵심적인 구조적 

약점 

 
 
 

 
►도표 1   –  페이지 19 

► 도표 2   –   페이지 20 

► 도표 3   –   페이지 21 

► 도표 4   –   페이지 22 

► 도표 5   –   패이지 23 

► 도표 6   –   페이지 24 

► 도표 7   –   페이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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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466 개에 달하는 다수의 기업들은 서 

독에 본사를 두고 있다. 기업의 규모가 작다 

는 점과 함께 연구 개발(R&D)도 함께하는 

대기업 본사의 부재는 신연방주에 또 다른 

구조적 약점으로 작용한다. III 동독에서는 기 

업부문, 국내 총생산과 관련하여 경제적 

으로 강한 서독보다 연구 개발에 투자가 

훨씬 적게 이루어진다(도표 9).IV  

바덴-뷔텐베르크, 바이에른, 헤센에서는 연 

구 개발 지출의 50% 이상이 기업 부문에서 

나온다. 반면, 동독에서는 전체 연구 개발 

지출의 50% 이상을 공공부문 (대학교, 

비대학 연구 기관)이 감당한다. 주목할 만 

한 지역은 기껏해야 연구에 강한 작센주 정 

 

 
드레스덴 공과 대학 

 

 
 

도이다. 작센주는 공공, 민간 연구 개발 

지출을 합하면, 이미 독일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국내 총생산과 비교하여 정치적 

으로 설정된 목표치인 3%에 거의 가깝다.   

동독 기업 부문의 연구 개발 약점은 경 

제적인 구조 때문이다. 또한 전략적 기업 

기능들을 하고 있는 상당수의 기업 본사와 

기술 집약적인 가치 창출 산업이 동독에 

자리한다면, 동독 내 연구개발 비율도 높아 

질 것이다.  물론 기업들이 고유한 연구 개 

발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제품과 

프로세스는 도입될 수 있다. IAB 기업 패널 

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독 기업들이 

시장에 신제품들을 출시하고 프로세스 

혁신을 실행하는 빈도는 서독 경쟁기업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도표 10). 이는 서독이나 

외국의 모기업 또는 동독 지역 외부에 있는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그 

결과가 동독의 자회사로 기술전이가 되는, 

기업협회에 아주 많은 동독 기업들이 속해 

있기 때문이다.V  동독에 있는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서독 기업들보다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완충 자본/여유 자본(Kapita 

lpolster)의 부족과 한정된 경영 능력으로 

인해 국제 시장 진입이 대기업들보다 훨씬 

더 어렵다.VI 독일 연방주 산업의 수출률 

랭킹은 평균적인 산업기업규모(고용을 기준 

으로)에 거의 정확하게 비례한다 (도표 11). 

탈산업화에서 재산업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대량 이주가 발생 

하지 않은 것은 역사를 돌이킬 수 없는 독 

일 통일의 방향으로 진행하게 만들었던 

1990 년 봄의 정치적인 결정 때문일 것이다.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로 교환하기 위해 

저축은행(Sparkasse)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동독 

시민들 

 
 
 

동독 내 서독 마르크의 도입은 이러한 길로 

향하게 하는 하나의 이정표였다. 잉여 노동 

이 넘쳐나고, 생산성은 낮은 상태에서 시장 

조차 붕괴된 동독 내 기업들에게는 정치적 

인 1:1 화폐 교환이 임금과 다른 진행 중인 

지불 및 그와 결부된 임금상승 등으로 인해 

득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였고, 급격한 

탈산업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산업 종 

사자들의 수가 단기간 내에 2/3 가량 

감소하였다. 

전체 경제적 수치에서 이러한 후퇴는 일부 

만 눈에 띄는데, 이는 대다수의 고용 침체가 

이미 1991 년 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0 대 중반부터 재산업화 바람이 

불었다. 적어도 가치 창출에 관한 한.VII  즉, 

산업 종사자들의 수는 탈산업화 후 다소 

증가하였다(도표 12).  산업의 가치 창출 성 

률은 1995 년 이후부터 대부분 거시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즉, 건설 부문이 중요성을 상실한 반면, 

산업 분야가 성장 동력(도표 13)의 구실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산업은 

장벽 붕괴 후 25 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체 

경제적 가치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독보다 훨씬 낮다. 동독의 산업이 약 15% 

가량 가치 창출에 기여한 데 반해, 서독은 

23%에 달한다(도표 14). 오늘날 신연방주 

들의 산업 생산성은 서독 수준의 71%에 

달한다. 동독 내 산업이 다시 기틀을 잡은 

것은, 적어도 임금 상승과는 관계가 없다. 

1990 년대 말까지 동독 산업의 단위 노동 

비용은 서독보다 높았다. 이후 서독보다 낮 

아져 동독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최근에는 동서독 간의 단위노동 비용이 점 

점 같아지고 있다(도표 15). 

 
 
 
 
 
 
 

동독으로 

되돌아온 산업 

 
 
 

 
► 도표 8   –    페이지 26 

► 도표 9   –   패이지 27 

► 도표 10   –   페이지 28 

► 도표 11   –   페이지 29 

► 도표 12   –   패이지 30 

► 도표 13   –   페이지 31 

► 도표 14   –   페이지 32 

► 도표 15   –   페이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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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은 

성장의 

약점을 

극복했다 

단위노동비용의 개선은 동독 산업도 1999 

/2000 년경에 수익을 내는 지역이 됨으로써  

이루어졌다.VIII 모든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산업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여 

전히 국내 시장 위주로 제공하였다.
IX 

이러한 점은 IAB 기업 패널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2012 년 동독 기업 

들은 매출의 32%를 신연방주에서, 37%를 

구연방주(구서독지역)에서, 그리고 30%를  

외국에서 달성하였다(도표 16). 이렇듯 사 

업은 여전히 국내 시장 위주 집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기업의 수출 비중 

은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2000 년에는 

해외 매출이 단 18%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동독의 연방주들 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근소하다 
 

 

동독 지역 연방주들 간의 차이는 1 인당 경 

제적 성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근소하며 

(도표 17), 점차적으로 더 줄어들고 있다. 서 

독의 경우에는 연방주들 간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 동독에서 1 인당 경제적 성과가 가 

장 높은 연방주는 작센(24,226 유로)이며, 

가장 낮은 곳은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22,817 유로)이다. 서독의 경우에는 연방주 

들 간의 격차가 훨씬 더 크며, 1 인당 경제 

적 성과가 38,490 유로(헤센)와 27,684 유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사이이다. 베를린은 

본래의 성장 약점을 극복했으며, 2005 년부 

터는 동독 연방주들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도표 18). 

 
 

동독의 이전 의존성은 현저하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존재하며 

계속된다 
 

 

경제적 성과와 생산성의 지속적인 격차는 

동독에서 생산보다 소비가 더 많이 이루어 

진다는 사실과 결부되어 있다.  동독은 무역 

및 서비스 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도표 

19). 적자는 주로 동독지역에 거주하며 서 

독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펜들러들의 노 

동소득과 법정 연금보험의 이전을 통해 

메워지고 있다. 이러한 수입 흐름은 1 인당 

국내 총생산량이 서독 수준의 71%에 불과 

함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 

주들의 가계당 가처분소득이 서독 수준의 

83%에 이르게 한다.X 초기에는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의 최종 수요(소비)가 생산을 

50%가량 초과했지만, 지금은 12% 선으로 

감소하였다. 

 
 
 
 
 
 
 
 
 
 
 
 
 
 
 
 
 
 
 
 
 
 
 
 
 
 
 

이전 의존성은 

지속된다 

 
 
 
 
 
 
 
 
 
 
 
 
 

경제력에 있어서 

동서독 간의 

간격은 다시 좀 더 

커질 수도 있다 

잠재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동독의 경제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90 년대 초, 가장 눈에 띄는 동독의 단점 

은 고갈된 물적 자본이었으나, 앞으로는 노 

동력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는 인구통 

계학적 변화의 결과이다. 동독의 잠재경제 

활동인구는 1991 년부터 2013 년 사이에 

230 만명 즉, 21% 감소한 반면, 서독의 

경우에는 250 만명으로 거의 6% 증가하 

였다(도표 20).  이는 특히 동독의 소규모 

기업에 비어있는 자리들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도표 21). 그 배경에는 특히 동독 내 

출산율 감소, 이주, 인구 노령화가 있다. 그 

결과는 2012 년에 발표된 IWH 성장계획이 

보여주는 것처럼, 엄청날 수 있다.XI 서독 

보다 동독에서 더욱 심각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인구 수와 노동량 간의 관계에서 

서독보다 동독에 더 불리 하게 작용할 것이 

다.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동서독의 노동 생산성의 추 

가적 균등화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 

며, 1 인당 생산성의 수렴은 거의(도표 22),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적 견해 
 

 

서독에 비해 동독 생산성의 지속적인 

열세가 아직 존재하며 인접한 중유럽이나 

동유럽과 비교하여 서독의 대규모 지원 

(다른 전환 경제들이 같은 환경에서 받지 

못했던 도움) 혜택을 많이 받은 점을 감안 

하더라도 동유럽에 비해 동독이 달성한 

월등한 발전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오늘 

날 서독 대비 동독 연방주들의 생산성 격차 

는 20%에 달하며, 현재 가격과 비교하면, 

11 개의 중유럽 및 동유럽의 EU 회원국들은 

그 차이가 약 60%에 달한다.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체코도 서독 수준의 57% 정도에 

불과하다(도표 23). 구매력 차이를 감안하면, 

체코의 경우에는 1 인당 GDP 의 격차가 

훨씬 더 적다(도표 24).   한때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았던 독일은 그 약점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0 년대 중반부터 

현저하게 개선된 가격 경쟁력을 보면 알 수 

있다(도표 25). 

 
 
 
 
 
 
 
 
 
 
 
 
 
 
 
 
 

전환 이전의 

경제와 비교할 때, 

동독은 잘 

발전하였다 

 
 

► 도표 16   –    페이지 34 

► 도표 17   –   패이지 35 

► 도표 18   –   페이지 36 

► 도표 19   –   페이지 37 

► 도표 20   –   패이지 38 

► 도표 21   –   페이지 39 

► 도표 22   –   페이지 40 

► 도표 23   –   페이지 41 

► 도표 24   –   페이지 42 

► 도표 25   –   페이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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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 

동서독간 이주: 인구유출은 감소하고 인구유입은 다소 증가 

동독에서 이주 A,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 A(1989 년~ 2013 년), 순 이주 대차 

200000 

1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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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300000 

400000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동독으로 이주 동독에서 이주 이주 대차 대조표  

참고문헌: 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2014, Berechnungen und Darstellung des IWH. 

1989 년부터 2013 년까지 거의 5 백만 명이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지역(신연방주)에서 구서독지역 

(구연방주)으로 이주를 했다. 구서독지역에서 구동독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려한 순손실은 전체적으로 

1 백 9 십만명으로 상승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구 유출은 다소 감소한 반면, 인구 유입의 경우에는 

약간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 년 구연방주로의 순이주율은 거의 0 에 가깝고, 2013 년의 경우에 

는 동독으로 인구의 초과 유입이 약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베를린을 제외한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순 이주는 여전히 약간의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인구 순이주는 동독지역 

노동시장 상황의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동독 지역의 인구감소는 실업률 감소로 나타난다.  

담당자: 발터 힐(Walter Hyll) 

A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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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 도표 3 : 

할레경제연구소  –  I W H 

동독의 인구 감소: 이주 대비 저출산의 실질적인 의미 

동 A서독의 인구변화와 그 구성요소(1990 년~ 2012 년) 

동독 내 투자는 주로 후퇴하는 건설업 경기로 인해 감소되었다 

동서독 경제활동인구 당 총설비투자(1991 년부터 2011 년), 유로(Euro), 가격 

조정, 2005 년 기준년도와 연결 

동독 서독 

저출산 순이주 순이주 외국 인구변화 

서독 베를린 포함 동독 

참고문헌: 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verschiedene Jahrgänge der Bevölkerungsstatistiken und 

Statistik der Geburten. 

동독의 인구는 1989 년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였으나, 지난 몇 년간의 변화를 보면, 이러한 경향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2012 년 동독의 인구는 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서독의 경우에는 인구가 

현저하게 늘고 있다.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원칙적으로 이주나 자연적인 인구변화로 결정된다. 

이주에는 외국과 독일 내 순이주 움직임이 포함되며, 자연적인 인구 변화는 출생과 사망 간의 차이와 

일치한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동서독의 인구 변화에 매우 다르게 기능하였다. 지난 몇 년 간 서독의 

인구증가는 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주 증가에 기인한다.  동독 인구변화의 경우, 국내 이주 변화뿐만 

아니라 외국 이주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순이주는 1990 년 이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후 2001 년에 다시 증가했다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2 년에는 거의 사라졌다. 2012 년에는 저출산이 외국에서의 이주를 통해 

완벽하게 상쇄되었다. 동독 내 저출산은 1990 년 직후에는 심해졌다가 1990 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개선되었다. 서독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거의 0 이었고, 2000 년 이후부터는 명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담당자: 발터 힐(Walter Hyll) 

A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참고문헌: Arbeitskreis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der Länder“, Statistisches Landesamt Baden- 

Württemberg, Stuttgart, Berechnungsstände 2013, 2014; Berechnungen und Darstellung des IWH. 

동독 내 경제활동인구 당 총설비투자는 독일 통일 이후 초기에는 급상승했으며 2001 년까지 서독보다 

높았다. 그 이후로부터 동독 내 경제활동인구 당 투자는 서독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발전은 주로 거주 및 비거주 건축물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1990 년대 초 생산과 

거주를 위한 건물 부족으로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율이 높았던 반면, 이후에는 누적된 과잉공급으로 

인해 투자율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동 기간 내 장비 및 기타 설비의 투자 수준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담당자: 마이케 이렉(Maike Ir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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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 : 

그동안 동독의 제조업에서 노동활동인구당 자본재는 서독보다 

높아졌다 

동독 내 노동활동인구 당 자본 스톡 A(1991 년~ 2011 년), 서독 = 100% 

도표 5 : 

동독의 경제적 성과와 생산성: 구조적으로 취약한 서독내 연방주들과 

비교하여도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1 인당 또는 노동활동인구 당 당해년 가격 기준 국내 총생산(GDP), 단위 %, 서독, 

베를린 제외 = 100% 

인구 당 GDP 노동력 당 GDP 

전체 농업, 임업, 수산 제조업 서비스 분야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베를린을 제외한 동독 경제적으로 취악한 서독 연방주들 

참고문헌: Arbeitskreis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der Länder“, Statistisches Landesamt Baden- 

Württemberg, Stuttgart, Berechnungsstand: 2014, Berechnungen und Darstellung des IWH. 

동독 노동 활동인구 당 자본 스톡의 성장은 1990 년대까지 높았다가 그 후로는 둔화되었다.  그러나 

서독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근접했지만 동일하지는 않았다. 동서독의 자본집약도 간의 관계는 전체 

기간 동안 경제분야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상대적 자본재가 처음부터 가장 

낮았으며 2011 년에는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독과 비교시 약 80%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동독의 제조업은 1999 년부터 서독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자본 집약도를 보였다. 이는 한편으로 에너지 

부문과 같은 자본 집약적 경제분야가 동독에서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의 

보조금 정책이 실질자본(Sachinvestionen)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장려했기 때문이었다. 

담당자: 마이케 이렉(Maike Irrek) 

참고문헌: Statistisches Landesamt Baden-Württemberg, Stuttgart, Berechnungsstand Mai 2014; Berechnungen 

und Darstellung des IWH. 

독일 통일 후, 1990 년대 상반기에는 자본 스톡의 현대화 덕분에 1 인당 경제적 성과와 생산성이 빠르게 

상승하였다. 이후 2001 년까지는 정체되다가 그 후가 되어서야 비로서 1 인당 및 노동력 당 경제적 

성과가 다시 서독 수준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2010 년부터는 거의 변화가 없다. 노동 시간 당 국내 

총생산을 근거로 생산력을 측정해 봐도 2009 년 이후 마찬가지로 발전이 거의 없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곳으로 간주되는 구연방주들과 비교를 해봐도 신연방주들은 경제적 성과와 생산성에서 여전히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담당자: 게르하르트 하임폴트(Gerhard Heimpold) 

A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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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6 : 

동독의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률: 현저히 감소했으나 서독보다는 

여전히 높다 

동 C서독의 실업률 A, 불완전 고용률 B(1991 년~ 2013 년), 단위 % 

실업률 불완전 고용률 

서독 동독 

도표 7 : 

동독의 기업들은 규모가 훨씬 더 작다 

거래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경제 단위 당 평균 매출(2012 년), 백만 

유로(Euro) 

함부르크   

브레멘    

바덴뷔텐베르크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잘란트 

베를린을 제외한 서독 

니더작센 

헤센 

독일 

바이에른   

라인란트 팔츠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베를린 

작센 안할트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브란덴부르크 

작센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튀빙엔 

1.0 2.0 3.0 4.0 5.0 

참고문헌: Arbeitskreis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der Länder“, Statistisches Landesamt Baden- 

Württemberg, Stuttgart, Berechnungsstand: Mai 2014; Statistik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Darstellung des IWH. 

동서독의 실업률은 약 10 년 전부터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2013 년 동독의 경우에는 9.9%였고, 서독의 

경우에는 6.2%였다. 동독의 실업률이 서독보다 여전히 훨씬 높지만, 그 차이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동독의 긍정적 발전은 특히 두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노동 수요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동독 내 경제활동인구 수는 2005 년과 2013 년 사이 18 만 9 천 명, 즉, 약 3.4%(서독:  +8.0%) 증가하였 

다. 다른 한편으로 동 시기에 잠재경제활동인구가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이주로 인한 손실에 따라 41 만 

명, 즉, 약 5.6% 감소하였다.  반면 서독에서는 1 백 5 십만 명, 즉, 4.2% 상승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실업자 수가 노동시장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불완전 고용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불완전 고용에는 등록된 실업자의 수 외에 노동 시장 정책으로 지원된 사람의 수도 

포함된다. 불완전 고용률은 1992 년 동독에서 32.9%였던 것이 2013 년에는 12.3%로 개선되었으며, 

서독은 7.5%이었다. 불완전 고용률의 격차가 실업률에서보다 1.3% 높다.

참고문헌: 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2014, Berechnungen und Darstellung des IWH. 

동독은 통독 후 대기업 구조에서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변모했다. 직원 수가 최소 만명 

이상인 동독의 콤비나트는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로 증명되었고, 전체를 민영화 할 수 없어 동독의 

콤비나트는 작은 단위로 분할되었다. 이념적인 이유로 계획경제에서 소외된 작은 규모의 개인 중소 

기업들도 비로소 다시 설립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신설 기업들은 자연적으로 직원수가 적었다. 따라서 

통일된 지 25 년이 지난 지금에도 평균적인 기업규모는 부가세 의무가 있는 경제 단위 당 상품 및 

서비스로 측정할 때 서독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소규모 기업들은 흔히 생산성 측면에서 

불리하고, 수출 시장 진입이 어려우며, 고유한 연구개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담당자: 게르하르트 하임폴트(Gerhard Heimpold) 

담당자: 한스-울리히 브라우취(Hans-Ulrich Brautzsch) 

A   경제활동인구(내국인)와 관련된 실업(IWH 의 정의). 

B   잠재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불완전 고용(IWH 의 정의). 

C   베를린을 제외한 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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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 : 

동독 내 대기업 본사의 부족: 매우 적은 변화만 있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Die Welt) 순위에 의거한 동 A서독 상위 500 위 기업들의 

본사 소재 

도표 9 : 

동독의 혁신 시스템은 다르게 움직인다: 공공부문 연구가 강한 

반면, 민간기업 부문의 연구는 약하다 

국내 총생산에 R&D 지출분, 2012 년, 단위 % 

500 

400 

300 

200 

100 

0 

22 34 

9 14 

478 466 

바덴 뷔텐베르크 

베를린   

바이에른  

헤센 

서독 

작센 

니더작센 

브레멘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함부르크 

튀링엔 

베를린을 제외한 동독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노르트라인 베르트팔렌 

라인란트 팔츠 

브란덴부르크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잘란트 

작센 안할트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베를린을 제외한 동독 서독 0 1.0 2.0 3.0 4.0 5.0 6.0 

2003 2013 경제 경제목적이 없는 공공 및 민간 기관들  대학 

참고문헌: WELT.de präsentiert die 500 größten Unternehmen in Deutschland. Stand: 29.06.2004 (elektronische 

Version); DIE WELT: Die größten 500 deutschen Unternehmen 2013 (elektronische Version); in Einzelfällen 

nachträgliche Zuordnung zu Ländern durch das IWH, Berechnungen und Darstellung des IWH. 

동독에는 대기업의 본사가 거의 없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Die Welt)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13 년 

기준 상위 500 위 독일 대기업 중 466 개 기업에 이르는 다수의 대기업 본사가 구서독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다. 34 개 기업만이 동독에 본사를 두고 있었으며, 그 중 20 개가 베를린에 위치했다. 2003 년과 

비교해 보면, 본사의 지역적 분포에는 근본적으로 전혀 변한 것이 없다. 2003 년~2013 년 사이 동독에 

위치한 대기업 본사의 수는 12 개 더 증가하였는데, 그 중 7 개는 베를린에 자리했다. 한가지 더 확실한 

것은 기존의 본사 소재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포 패턴은 전후 역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많은 콘체른이 냉전 기간에 서독으로 본사를 옮겼으며, "사회주의 본사(콤비나트)들 

은 제대로 된 경쟁력을 보이지 못했고, 작은 단위로 분할되었다. 민영화 결과, 대부분 (서독의) 연장된 

작업대로서 공장들이 생겨났다. 동독에 본사가 없다는 것은 잠재적 가치 창출을 감소시키고, 

임금수준과 이로 인한 징세가 더 낮게 됨을 의미한다.

담당자: 게르하르트 하임폴트(Gerhard Heimpold) 

참고문헌: 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2014; Stifterverband Wissenschaftsstatistik, Essen; Arbeitskreis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 der Länder“, Berechnungen und Darstellung des IWH. 

동독의 연방주들은 특별한 지역적 혁신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바덴-뷔텐베르크, 바이에른, 헤센 등 

경제적으로 번영한 서독의 연방주에서는 연구에 돈을 지출하는 주체가 주로 기업인 반면, 동독에서는 

주로 대학과 비대학 기관인 공공 연구기관들이다.  그러나 공공 기관들은 기업 부문의 취약한 

연구활동의 약점을 상쇄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동독 연방주들과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부 

서독의 연방주들은 연구 지출 측면에서 훨씬 뒤쳐져 있다.  예외적으로 동독의 연방주에 속하는 

작센주는 연구 지출이 이미 국내총생산과 관련한 정치적 목표치 3%에 근접해 있다. 베를린이 선두에 

있다는 것은 높은 과학기술부문 집중도를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며 동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 

담당자: 게르하르트 하임폴트 Gerhard Heimpold)

A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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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0 : 

서독 수준에 이른 동독의 혁신 활동 

혁신 활동을 하는 동 A서독 제조 기업 비율(2012 년) 

도표 11 : 

동독 산업의 대기업 부재는 낮은 수출 집중도를 동반한다 

직원이 20 명 이상인 제조, 광업, 채석 부문 기업의 총 매출에서 수출 매출 

비율과 기업 당 직원수 

37% 

43% 

함부르크* 

    작센 안할트  90 

브란덴부르크 81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80 

    튀빙엔 91 

    베를린을 제외한 동독   87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90 

191 

작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니더작센  

독일  

잘란트  

서독 

헤센  

바이에른 

86 

100 

122 

143 

132 

140 

142 

171 

184 

제품/서비스 
개선/지속적인 발전 

기존의 제품/서비스가 새로이 
제공됨 

완전히 새로운 
 제픔/서비스가 제공됨 

개선된 프로세스 개발 
 또는 도입 

라인란트 팔츠 

    바덴 뷔텐베르크 

    베를린  

    브레멘 

0 10 20 

128 

125 

30 

146 

182 

40 50 60 

동독 서독 전체 매출에서 수출 매출 비율 기업 당 종사자수 

참고문헌: IAB-Betriebspanel, Welle 2013, auf Grundgesamtheit hochgerechnet; Berechnungen und Darstellung des 

IWH. 

혁신은 기술적 진보의 표현이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며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다. 

제품/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거나 개선했거나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 산업 

기업들의 비율은 동독보다 서독이 더 높다. 그러나 혁신(시장 혁신) 측면에서, 동독 제조 기업들은 

서독과 비슷한 수준이다(각각 기업의 8%). 2012 년에 생산 프로세스를 현저하게 개선하는 방법을 

개발했거나 도입한 기업 비율도 동서독 모두 거의 비슷하다. 이러한 실상은 동독 기업들의 낮은 연구 

집중도에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비교적 자주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 것은 

서독 또는 외국 모기업에서 동독 자회사들로 기술 전이가 되기 때문이다. 

담당자: 코넬리아 랑(Cornelia Lang) 

참고문헌: 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2014, Berechnungen und Darstellung des IWH. 

동독 산업에서 대기업들의 광범위한 부재는 낮은 수출 집중도를 동반한다: 전체 매출에서 외국매출 

비중 관련 2013 년 기준 33%인 동독 산업이 47%인 서독 수준을 현저하게 밑돈다.  동시에 독일 전체에 

걸친 수출률 비교에서 훨씬 뒤쳐진 동독 연방주들의 산업 기업들은 평균 기업 규모도 가장 작다. 

소기업들은 낮은 완충 자본과 제한된 관리능력으로 인해 대기업보다 외국 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렵다. 

또한 이는 생산성에 반동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소기업에는 흔히 수출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생산성과 혁신을 장려하는 자극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담당자: 게르하르트 하임폴트(Gerhard Heimpold) 

A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 함부르크는 수출률이 비교적 낮은데, 함부르크는 석유 산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곳의 수출률은

자연적으로 평균보다 훨씬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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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2 : 

산업 가치 창출의 현저한 증가 – 다소 지속적인 고용 

동 A서독 제조업의 고용과 총 부가가치의 변화(1991 년~ 2013 년), 

1991=100 

도표 13 :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 부문의 변화 

동 A서독 제조업, 건설 및 서비스 부문에서 총 부가가치(1991 년~2013 년), 연간 

변화율 %, 가격 조정,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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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가가치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고용   베를린을 제외한 동독 

총 부가가치 서독    고용   서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 영역 

참고문헌: Arbeitskreis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der Länder“, Statistisches Landesamt Baden- 

Württemberg, Stuttgart, Berechnungsstand: 2014, Berechnungen und Darstellung des IWH. 

동독 제조업의 생산은 1992 년 저점에 도달했다. 이후 경쟁력 있는 생산 능력 재조직과 신제품 개발로 

제조업의 가치 창출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1992 년~ 2013 년 사이 평균 4% 상승했다. 이에 반해 

서독의 산업생산은 매년 평균 1.5%씩 확장되었다.  그러나 전환의 충격으로 동독의 초기 생산 수준이 

극히 낮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동독의 1 인당 산업 가치 창출은 1991 년 서독의 23%에서 

2013 년에는 46.5%에 도달했다.  

생산 붕괴와 수익성이 없는 일자리 감축으로 인해 동독 제조업의 고용은 1993 년까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고용자 수는 1991 년 수준의 2/5 가 하락하였으며, 10 년 전까지 현저하게 약하긴 했지만 

고용감축이 지속되었다. 이후 고용은 다시 약간 증가하였다. 구연방주에서는 1990 년대 초부터 

제조업의 고용이 계속 감소했으며, 2013 년에는 1991 년보다 1/5 수준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런 

현상에는 제조업의 업무를 서비스 부문으로 아웃소싱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3 년 동독에서는 

인구 천명 당 산업 종사자가 63, 서독에서는 95 에 달했다.  

담당자: 한스-울리히 브라우취(Hans-Ulrich 

Brautzsch) 

참고문헌: Arbeitskreis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der Länder“, Statistisches Landesamt Baden- 

Württemberg, Stuttgart, Berechnungsstand: Mai 2014; Darstellung des IWH. 

1994 년까지 동독에서는 건설업이 경제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건설업은 기간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고 민간 주택 투자 또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는 주거 및 상업 건축의 높은 공실률로 인해 건설업이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1990 년대 중반부터 제조업과 기업 서비스의 생산이 증가하였다. 제조업의 가치 창출은 수준이 아주 

낮긴 했지만, 1993 년부터 분명히 증가하였으며, 부분적으로 두 자리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극심한 

경기침체 동안 생산 감소(2009: -18.6%)는 구연방주에서만큼 심했다(2009: –20.9%). 

서비스 부문은 동독에서 눈에 띄게 성장했다. 가장 높은 성장률은 창업 물결로 민간 서비스업체들이 

급격히 늘어났던 1990 년대 상반기에 기록하였다. 1990 년대 후반기부터는 이러한 성장률이 현저하게 

둔화되었다. 

담당자: 한스-울리히 브라우취(Hans-Ulrich Brautzsch) 

A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A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30 31 



장벽 붕괴 후 25 년 할레경제연구소  –  I W H 

도표 14 : 

산업의 가치 창출이 다소 상승 

동 A서독 제조업의 총 부가가치에 대한 경제부분의 비중(1992 년~2013 년), 

단위 % 

도표 15 : 

단위노동비용이 같아지다 

동 B서독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 A(1991 년~201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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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영역 기타 생산업 건설업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동독 서독 

참고문헌: Arbeitskreis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der Länder“, Statistisches Landesamt Baden- 

Württemberg, Stuttgart, Berechnungsstand: Mai 2014); Berechnungen und Darstellung des IWH. 

동독에서는 제조업이 2013 년 기준 총경제적 가치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1%에 달했다. 이는 

1992 년의 수치와 비교해 보면 약간 상승한 것이다. 이에 반해 구연방주에서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2 년 27%에서 2013 년 23%로 감소했다. 동서독 간의 격차는 15%에서 8%로 좁아졌다. 

총 부가가치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 년 동독에서 12.1%에 달했다. 현재 건설업의 비중을 

보면 공공 및 상업 기간시설의 상당부분에서 재건이 완료되었고 현대식 주택 재고가 생겼기 때문에 

건설업의 비중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2013 년에는 비중이 6.2%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구동독 

지역의 건설업을 서독과 비교할 경우 건설업 비중은 2013 년 4.5%이었던 서독보다는 높았다. 

총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1992 년 서독보다 동독에서 훨씬 더 높았다. 이는 

그 당시 매우 높았던 공공 서비스 비중 때문이기도 하다. 2013 년 총 부가가치에서 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독이 72.6%로, 서독의 비교 수치(68.4%)를 상회하였다.  

담당자: 한스-울리히 브라우취(Hans-Ulrich Brautzsch) 

참고문헌: Arbeitskreis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der Länder“, Statistisches Landesamt 

Baden- Württemberg, Stuttgart, Berechnungsstand: Mai 2014); Berechnungen und Darstellung des IWH. 

1990 년대 초 동독 제조업에서의 노동임금비용은 총 부가가치보다 더 높았다. 1990 년대 중반까지 

동독의 단위노동비용은 서독보다 훨씬 높았다가, 이후 격차가 현저하게 좁아졌다. 2000 년부터 동독의 

제조업은 단위노동비용을 고려할 때 서독의 비교치를 근소하게 밑돌았다. 

동독산업에서 단위노동비용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생산성의 현저한 상승에 기인한다. 이는 민간 

투자자들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아 동독 산업에 현대식 생산장비들을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늘날 생산 부문의 자본 집약도는 서독보다 동독이 더 높으며, 이로 인해 생산에서의 

고용 집약도는 현저하게 낮아졌다. 통계적으로 관찰할 때, 1990 년 이후 초반에 고용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동독 산업 생산성의 급격한 상승에 기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1990 년대 중반부터 적당한 

임금상승도 생산의 단위노동비용 부하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임금상승은 경기침체(2008/2009) 

무렵까지 생산성 발달에 뒤쳐진다. 이러한 취약한 임금변화는 동독의 임금이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었다. 

담당자: 한스-울리히 브라우취(Hans-Ulrich Brautzsch) 

A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A   (고용인 당 고용봉급)/(노동인구 당 명목상 총 부가가치) * 100. 

B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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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6 : 

동독 제조업의 판매 시장 구조: 외국시장이 중요해졌다 

2000A년과 2012B년에 지역에 따른 매출구조(사업규모의 %)

도표 17 : 

통일 후 거의 25 년이 지났음에도 동독 내 지역적 차이는 서독보다 

적다 

동서독 연방주 그룹 내 1 인당 국내 총생산(현재 가격)과 관련된 지역적 불균등, 

1991 년과 201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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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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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들 1991 년  
(도시 주정부 제외) 

동독 소재 연방주들 
2013 년 

(도시 주정부 제외) 

서독 소재 
연방주들 1991 년 

   (도시 주정부 제외) 

서독 소재 
연방주들 2013 년 

   (도시 주정부 제외) 

동독 서독 외국 폭 변동 계수 

참고문헌: IAB-Betriebspanel, Wellen 2001 und 2013, auf Grundgesamtheit hochgerechnet. Berechnungen 

und Darstellung des IWH. 

사업 매출 규모를 살펴보면 2012 년까지도 동독 산업제품의 주요 매출 시장은 독일 국내이다. 그러나 

2000 년에 비해 국내 시장의 사업 비중은 감소했다. 2000 년 기준 구동독지역에서 산업의 매출비중은 

45.5% 이었으며 지금은 약 1/3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지난 몇년 동안 신연방주에서의 제조업은 

해외활동을 현저하게 확대했다. 수출 비중은 2000 년 18.4%에서 2012 년 30.3%로 상승했다. 동독의 

기업들은 구연방주에 중간재를 판매하고, 그곳에서 중간재들은 최종재가 된다. 

참고문헌: „Arbeitskreis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der Länder“, Statistisches Landesamt 

Baden- Württemberg, Stuttgart, Berechnungsstand Mai 2014, Berechnungen und Darstellung des IWH. 

장벽 붕괴 후 24 년이 흐른 2013 년 동독 1 인당 국내 총생산에서의 지역적 발전격차는 산포도로 볼 때 

여전히 매우 적으며, 지역불균형은 변동 계수로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제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3 년에도 동독 연방주로서 1 인당 최고 국내 총생산량을 기록한 작센조차도 서독 연방주 

중에서 1 인당 최저 국내총생산을 기록한 서독의 주(슐레스비히-홀슈타인)를 따라잡지 못했다. 

담당자: 게르하르트 하임폴트(Gerhard Heimpold) 

담당자: 코넬리아 랑(Cornelia Lang) 

A  동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기업들. 

B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기업들. 

산포도: 최저 및 최고 치 간의 절대적 차이 변동 계수: 표준편차와 주간치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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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과 비교해 본 베를린의 경제성장: 제동장치에서 가속장치로 

국내 총생산, 전년도 대비 변화율, 가격 조정, 연결됨, % 

통일 비용 지표 

서독의 국내 총생산 B 관련 동독 A의 교역 및 서비스 적자, %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 베를린 

참고문헌: Arbeitskreis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der Länder“, Statistisches Landesamt Baden- 

Württemberg, Stuttgart, Berechnungsstand: Mai 2014, Darstellung des IWH. 

메트로폴리스(거대 도시)들은 국민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 

베를린도 장벽 개방이 높은 수요 및 공급 측면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오랜 기간 동안 실망으로 나타났다. 1996 년~2004 년까지 경제 성과는 거의 매년 하락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다 2005 년에 이르러서야 다른 동독 연방주들보다 우위에 있었던 베를린의 성장 

동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구연방주들과 비교시 1996 년~2004 년까지 베를린의 경제적 발전은 명확히 

형편이 좋지 않았으나, 그 후로는 부분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발전들이 교차하였다. 

담당자: 게르하르트 하임폴트(Gerhard Heimpold) 

참고문헌: Arbeitskreis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der Länder“, Statistisches 

Landesamt Baden- Württemberg, Stuttgart, Berechnungsstand: Berechnungen und Darstellung 

des IWH. 

동독의 경제적 따라잡기는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광범위한 자원이전을 통해 가능했고, 또 이를 통해 

수월해졌다.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 총 수요, 즉 총 민간 및 공공 소비 및 총 고정자본투자는 통일 

후 초기 년도에 동독의 생산(베를린 포함) 대비 40%를 넘어섰다. 동독의 교역 및 서비스 균형의 적자는 

본질적으로 공공 이전지출과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서독의 민간 투자 또한 적지만 외국 투자를 통해 

충당되었다. 서독 국내 총생산과 관련된 동독의 교역 균형 적자는, 도표에 통일로 인한 서독 경제의 

자원 부담으로 나타난다. 상기 도표에 나타나는 이러한 부담은 1990 년대 중반까지 서독 총생산의 

6%를 넘었다.  이후 동독의 교역 및 서비스 균형 적자는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서독 지역 

총생산의 약 2%에 달한다(동독 국내 총생산 대비 12%). 적자의 대부분은 한편으로 동독 거주 

통근자들이 서독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충당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사회 보장시스템 틀에서의 

이전지출, 무엇보다도 법정 연금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담당자: 악셀 린트너(Axel Lindner) 

A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B   서독의 국내 총생산: 베를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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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0 : 

동독의 잠재 경제활동인구의 현저한 감소 

동 A서독의 잠재 경제활동인구와 인구 변화(1991 년~2013 년), 

1991=100 

도표 21 : 

특히 동독 소기업에는 숙련 노동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비어있다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른 채용 공고의 전체 인원 대비 기업들이 2013 년 

상반기에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 비율 

33.1% 

29.6% 

23.1% 

27.0% 

12.7% 

16.3% 

28.1% 
26.4% 

직원 1~ 49 명 직원 50~249 명 직원 250 명 이상 전체 기업 

동독 인구 동독 잠재 노동활동인구 

서독 인구 서독 잠재 노동활동인구 동독 서독 

참고문헌: Arbeitskreis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der Länder“, Statistisches Landesamt Baden- 

Württemberg, Stuttgart, Berechnungsstand: März 2014; Statistik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Arbeitsmarkt in 

Deutschland – Zeitreihen bis 2013, Juli 2014; IAB-Kurzbericht 18/2014; Berechnungen und Darstellung des IWH. 

동독의 잠재 경제활동인구는 1991 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당시 1 천 7 십만명이었던 것이 

2013 년에는 8 백 4 십만명뿐이었다. 21.2%에 달하는 이러한 하락과는 반대로 서독의 잠재 노동활동 

인구는 5.7%인 2 백 5 십만 명이 증가하였다. 잠재 노동활동인구에는 고용관계에 있거나 일자리를 찾는 

15 세~64 세까지 사람들이 속한다. 

동독의 잠재 노동활동인구의 감소는 본질적으로 세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인구가 9.9% 감소했다. 

이는 2005 년부터 인구통계학적 변화 때문이며, 특히 출산수 감소와 높은 이주율 때문이다. 둘째, 

인구연령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활동인구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15 세~ 64 세까지의 비중은 

1991 년 67.4%였으며, 2012 년에는 65.6%로 하락하였다. 셋째, 2013 년 노동참여율이 1991 년보다 훨씬 

낮았다. 경제 활동자에 대한 잠재 노동활동인구의 비율과 일자리제공 측정에 중요한 지표를 나타내는 

이 지수는 2013 년 79%였으며 1991 년에는 88.1%였다. 

참고문헌: IAB-Betriebspanel, Welle 2013, auf Grundgesamtheit hochgerechnet. Berechnungen 

und Darstellung des IWH. 

적합한 인력을 찾는 일은 독일 전역에 걸친 기업의 도전 과제이다.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2013 년 상반기에 전 영역의 모든 기업에 쉽지 않았다. 동독 기업에서는 직업교육, 유사 직업경험 또는 

대졸을 요구하는 일자리 중 28%가, 서독에서는 26%가 조사 시점에 비어있었다.  동독 기업들의 경우, 

현저하게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인력을 구하는 것이 서독에서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직원 

50 명 이하인 동독의 소기업들은 대부분 비어있는 일자리에 적합한 지원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중간 

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공석 비율은 구연방주가 신연방주보다 더 높다. 

담당자: 코넬리아 랑(Cornelia Lang) 

담당자: 한스 울리히 브라우취(Hans-Ulrich Brautzsch) 

A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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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2 :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동서독 간의 1 인당 국내 총생산의 격차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 

동서독 1 인당 국내 총생산에 대한 IWH-성장 추정 

도표 23 : 

동유럽 EU 회원국, 동독, 서독 간의 생산성 차이 

동독과 중유럽 및 서유럽 EU 회원국들 A의 노동활동인구 당 국내 총생산, 

2013 년, %(서독=100) 

서독 

유로존 

유럽 연합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베를린을 제외한 동독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체코 

리투아니아  

MOE-11 

라트비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서독 0 20 40 60 80 100 

참고문헌: Holtemöller, O.; Irrek, M.: Wachstumsprojektion 2025 für die deutschen Länder: Produktion je 

Einwohner divergiert, in: Wirtschaft im Wandel, Bd. 18 (2012), H. 4, S. 132-140. 

1 인당 동독의 국내 총생산은 독일 통일 후 초기 단계에서는 서독 수준에 급격히 근접했다. 그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2011 년부터 성장 추정치는 동서독 간의 격차가 다시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가 이러한 것은 동독에 불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 때문이다. 뚜렷한 인구 고령화는 동독의 

근로량과 인구수 간의 관계가 서독보다 더 불리하게 진행되게 할 것이다. 동서독간의 노동 생산성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추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담당자: 마이케 이렉(Maike Irrek) 

참고문헌: Arbeitskreis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der Länder“, Statistisches Landesamt 

Baden- Württemberg, Stuttgart, Berechnungsstand: Mai 2014; Eurostat; Berechnungen und Darstellung 

des IWH. 

도표는 노동활동인구 당 국내 총생산을 근거로 중유럽과 동유럽 EU 회원국들 및 동독, 서독의 생산성 

차이를 나타낸다. 동독은 2013 년 서독 기준의 80% 수준에 근접한 반면, 중유럽과 동유럽 EU 회원국

들은 평균 40%를 훨씬 밑돌았다.  이런 데에는 매우 다양한 과정들이 숨겨져 있다. 동독이 매우 일찍 물

적 자본 스톡의 광범위한 현대화를 시작했던 반면,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이를 위한 자원이 충

분하지 않았다.  

담당자: 마티나 켐페(Martina Kämpfe) 

A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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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체코, 폴란드의 수렴 과정 

전체 독일 수준 대비 구매력평가지수에 따른 1 인당 국내 총생산, % 

독일 경제는 가격 경쟁력을 회복했다 

총매출의 가격 수정 인자(물가조정지수)를 근거로 선별된 24 개 산업국가 대비 

독일 경제의 가격 경쟁력 지표 

동독 체코 폴란드 

참고문헌: Für das BIP in Deutschland und Ostdeutschland: Statistisches Bundesamt; für Kaufkraftparitäten in 

Ostdeutschland: Heinz Vortmann u. a. (2013): Zur Entwicklung der Preisniveaus in Ost- und Westdeutschland. 

DIW discussion papers 1269; für Polen bis 1994: IMF; ab 1995: Eurostat; für die Tschechische Republik: 

Eurostat; Berechnungen und Darstellung des IWH. 

독일 통일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동독의 전환과 폴란드나 

체코 등 유사 전제 조건을 가진 다른 중앙계획경제의 전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1 인당 국내 총생산은 

현재 동독이 체코보다 약 70% 더 높고, 폴란드보다는 두 배 더 높다.  그러나 생활수준을 비교하려면 

체코와 폴란드의 가격수준이 동독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양상을 파악하려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유럽 통계청(Eurostat)이 조사하는 것처럼, 생산 가치를 현재 환시세가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동독 가격수준도 전체 독일보다 현재 약 6% 더 

낮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보르트만 [2013] 참조).   구매력 평가지수를 사용할 때, 1 인당 동독 국내 

총생산은 체코에 비해 현재 약 16% 앞선다(도표). 그러나 동독의 가처분 소득은 전체 경제적인 국내 

총생산보다 훨씬 높다. 이는 주로 동독 펜들러의 소득과 전체 독일 수준의 약 90%에 달하는 사회 보장 

시스템으로 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코보다 더 높고 폴란드보다는 훨씬 더 높다. 

담당자: 악셀 린트너(Axel Lindner) 

참고문헌: Deutsche Bundesbank, Darstellung des IWH. 

도표는 독일 경제의 가격 경쟁력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를 나타낸다. 국내 가격수준이 다른 나라의 가격 

수준보다 더 빨리 올라가거나 외국 통화에 비해 국내 통화가 평가 절상되면, 지표가 올라가고, 국내 

경제의 경쟁력이 더 약해진다. 통일 후 1990 년대 중반까지 독일 경제의 경쟁력은 뚜렷하게 악화되었다. 

그 주요 원인은 통일로 인해 총경제적 수요가 갑자기 급증했고 국내 생산물과 부동산 가격 및 임금이 

뚜렷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동독의 임금은 통독 후 초기에 노동 생산성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경쟁력의 과도기적 손실은 국민경제적으로 볼 때 꼭 단점은 아니었다. 몇 년 간 

독일의 대외 무역 초과분이 사라진 반면,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재화의 생산, 즉 주택 건축에 더 

많은 자원들이 투자되었다. 1990 년대 하반기에는 독일 경제가 다시 상당한 경쟁력을 획득했다: 경기가 

약화되고 불완전 고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독일 마르크가 일시적으로 가치를 상실하면서 가격과 

임금이 천천히 상승했다. 

담당자: 악셀 린트너(Axel Lind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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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H 간략 소개 

IWH 는 1992 년에 설립되었으며 라이프니츠 협회 소속기관이다. 본 연구 

소는 거시 경제학, 금융시장, 구조 경제학 연구부서로 운영되며, 학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연구와 정책조언을 수행한다. IWH 는 동독과 중유럽, 

동유럽 국가들의 계획 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체제전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식적 제도 및 기관들의 전환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유럽 회원국가들의 경제 성과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IWH 의 연구는 "유럽 통합을 향한 전환"에서 

경제적 융합과정과 유럽 내 경제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에는 

거시 경제학적 역동성과 안정성, 기관들의 전환, 거시 경제학적 혁신 과정 

및 실물 경제의 발전과 안전성을 위한 금융시장의 역할이 포함된다. 

연구 책임자 

올리버 홀테묄러 박사 

(Prof. Dr. Oliver Holtemöller) 
연구소 소장 

간략한 저자 소개 

이메일: ulrich.brautzsch@iwh-halle.de 

전화: +49 345 7753 775 

이메일: gerhard.heimpold@iwh-halle.de 

전화: +49 345 7753 753 

할레경제연구소  –  I W H 

한스-울리히 브라우취 

(Hans-Ulrich Brautzsch) 
거시 경제학 부서  

도표:  6, 12, 13, 14, 15, 20 

핵심연구주제: 

► 동서독 노동 시장 발전의 진단과 예측

► 투입산출분석

► 작센 안할트의 분기별

경기 모니터링

► 거시 경제학적 모델

게르하르트 하임폴트 박사 

(Dr. Gerhard Heimpold) 
구조 경제학 부서 

도표:  5, 7, 8, 9, 11, 17, 18 

핵심연구주제: 

► 지역적 발전정책, 클러스터 정책

► 동독 지역의 사례연구

► 지역적 구조 분석

발터 힐 박사(Dr. Walter Hyll) 
구조 경제학 부서 

이메일: oliver.holtemoeller@iwh-halle.de

전화: +49 345 7753 800 

핵심연구주제 

► 계량적 거시 경제 및 경기사이클

► 응용 계량 경제학과 시계열 분석

► 경제정책, 특히 금융 및 통화 정책

► 경제 예후와 시뮬레이션

► 자산 가격과 거시 경제 역학

이메일: walter.hyll@iwh-halle.de 

전화: +49 345 7753 850 

도표:  1, 2 

핵심연구주제 

► 응용 거시 경제

► 기업 이론

► 제도 경제학

► 행동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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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maike.irrek@iwh-halle.de 

전화: +49 345 7753 865 

이메일: martina.kaempfe@iwh-halle.de 

전화: +49 345 7753 838 

이메일: cornelia.lang@iwh-halle.de 

전화: +49 345 7753 802 

이메일: axel.lindner@iwh-halle.de 

전화: +49 345 7753 703 

마이케 이렉(Maike Irrek) 
거시 경제학 부  

도표:  3, 4, 22 

핵심연구주제: 

► 경험적 성장연구

► 동독의 중장기 성장 계획

마티나 켐페(Martina Kämpfe) 
거시 경제학 부서  

도표:  23 

핵심연구주제: 

► 중유럽과 동유럽 EU 회원국들 및 러시아의

거시 경제 발전과 개혁

► 중유럽과 동유럽권의 경기 예측

► 독일 대외 무역의 경기 예측

코넬리아 랑 박사(Dr. Cornelia Lang) 
거시 경제 부서  

도표:  10, 16, 21 

핵심연구주제: 

► 동독 경기 테스트: 산업조사

► 창업의 한계조건

► 동독의 생활상황

악셀 린트너 박사(Dr. Axel Lindner) 
거시 경제학 부서  

도표:  19, 24, 25 

핵심연구주제: 

► 통화 및 금융 시장

► 유럽권의 경기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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