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탁판리청의 활동과 구동독 경제의 변화 

김길웅 외‘ 

1. 신탁관리청의 셜립 

1.1. 설립목적 

동독이 해체의 길을 걷고 통서독간의 통일이 임박한 무렵， 당시 동독의 

모드로 HansM때row정부와 당사자들온 향후 다가율 통일에 대비하여， 국 

유화된 재산들이 통독 노동자들의 소유가 될 수 있는 방법융 궁리하기 시 

작했다\) 즉 國有企業 Volkseigener Betrieb이나 롬비나트 Kombinat가 주인 

없는 재산이 되지 않아야 하고， 또 국유기업의 기존 관리자틀이 그 기업 

의 사실상의 소유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독 정부는 새로운 기구률 

만들기로 결의했던 것이다.2) 그리하여 〈信託管理廳〉이 탄생하게 된다. 그 

러니까 원래 신탁관리청온 국유기업을 有|따會社 GmbH나 珠式會社

와‘tiengesellschaft로 개편할 경우 발생활 持分율 확보하는 목척을 띠고 만 

들어졌다. 

1.2. 설립까지의 과정 

1990년 3월 1일 동독의 각료회의는 〈국유재산의 신탁판리률 위한 판챙 

Anstalt z따 treuhände디schen Verwaltung des Volks번gentums>의 셜 립율 결 

의했다. 그리고 두 주 후인 3훨 15일 이 판청온 활동을 개시했다.3) 3월 18 

* 독일학연구소 독일 통일 판련 집담회 경제분과 (팀장: 홍성팡， 팀원: 황종민， 심회섭， 
김길용， 이온주， 황송환) 

}) Vgl. Rüdiger Liedtke: Zu treuen Händen-Volkswirtschaft im Ang'하lOt， eine 
Einführung ins Therna, in: ders. (Hrsg.l: Die 1γeuJrmd und die zweite 
당ueignung der Ostdeutschen, München 1앉영， S. 19 

2) Vgl. Jörg Roesler: Die Treuhandanstalt, die Geschichte der Treuhand und die 
ökonomische Transformation der ehernaligen DDR-Wirts히1éIft， in: R 
Li어kdHrsg.l: Die TreuJrmd und die zweite Enteignung der Ostde따schen， 

a.a.O., S. 20 f. 

3) Vgl. GesetzbJatt(GBD der DDR l!Y.XJ, Teil 1, N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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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동독에서 총선이 실시되었다는 접율 고려하면 이 판청의 껄립이 청치 

적인 상황과 무관치 않옴을 알 수 았다. 이제 신탁판리청이 탄생하기까지 

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체제 붕괴가 임박하면서 동독 정부는 갱제 개혁의 필요생율 절박하게 

느꼈다. 개혁의 방향은 시장경제의 도업 쪽으로 잡혀갔다. 문제는 시장경 

제의 도업의 속도와 범위였율 뿔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1뼈년 2월 초 동 

독 각료회의는 새로운 경제개혁강령을 송인한다. 이 강령옹 〈훤탁회의 

Runder Tisch>가 주도한 시 민운동단체들의 요구롤 수용한 것으로， 그 골 

격은 “국가 통체의 툴이라는 조건 내에셔의 사회 ·생빼 지향의 시장경 

제”률 이룬다는 데에 있다.4) 이 개혁구상은 중앙 집중적인 계획경제를 점 

진적이면서도 철저하게 해체한다는 내용율 담고 있었지만， 중심점은 ‘점진 

적인 개혁’에 놓여 었다. 그리고 ‘국가 통제의 톨’을 인정하고 있다. 모드로 

정부의 개혁안은 아직까지 서독 식의 자유 시장 경제와는 거리률 두고 있 

었던 것이다. 

따라서 모드로 정부는 국유화롤 부분척으로 철폐하려고 하면서도 다양 

한 형 태 의 “사회 적 公有財塵 das gesellschaftliche Gemeineigentum"제도롤 

도입하려고 했다. 예률 들면，(D 일정 분야에서는 국유재산이나 자치단체 

소유의 기업올 인정하고，(2) 종업원들이 좋은 조건으로 기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또 필요한 경우 경영권만 매각함으로써 소유권용 公有로 

남겨두는 방식(이하 경영매각 Management-buy-out)이 모드로 정부가 구 

상했던 사회적 공유재산의 구체적 형태가 될 수 있다.5) 모드로 정부는 동 

시에 재산의 사적 소유도 가능케 하기 위해 겸계활동의 자유톨 보장하겠 

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1인2년에 국유화했던 기업들을 다시 사유화하는 

작업도 병행했으며， 외국과의 合作企業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한 달 뒤인 1때년 3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모드로 

4) Regierungskonzepte zur Wirtschaftsrefonn in der DDR. Zie1stellung, 
Grundrichtungen, Etappen und unIlÚtte1bare Maßnahmen der Wirts다llIftsrefonn in 
weiterer Verwirk1ichung der Regierung똥rk1ärung vom 17. 11. 1앉혔， hrsg. von der 
Arbeitsgruppe Wirtschaftsrefonn beim Ministerrat der DDR, Ber1in 1900, S. 1, zit. 
nach: J Roesch: a.a.O., S. 20: eine sozi외 und öko1ogisch orientierte 
Marktwirtschaft bei staat1ich regulierten RahmenbE영in밍mgen. 

5) Regierungskonzepte, S. 5, zit. nach: J Ro앉h: a.a.O., 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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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실각으로 인해 폐기된다.3월 18일 총선 결과 드 메지에르 de Mai찌ère 

가 이끄는 〈독일율 위한 廠盟 Allianz fl따 Deutsc.빠and>이 집권하게 된다. 

드 메지에르는 국민의 욕구에 부용하기 위해 보다 급진척인 개혁옳 추진 

했다. 그 첫 작업으로 그는 취임직후 〈經濟， 適貨， 社會統合 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1union>(이하 통화통합)율 이률 시기에 대해 서톡과 

의견일치률 보았다，6) 새 정부는 원래 1993년 1월 1일로 잡혀있던 시장경제 

의 전면적인 도입시기롤 l앉x)년 7월 l일로 앞당겼고， 또 모드로가 추구했 

던 경제체제보다 훨씬 급진적인， 서목 식의 완전한 “사회척 시장경제 

Sozia1e Marktwirtschaft"률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에서 나타난 것처럽 동독 경제의 개혁파 관련하여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노선이 있었다. 하나는 동독 경제의 희생을 최종 목표로 삼고 부 

분적으로 국가의 통제률 인정하면서 동독 경제률 희생시키자는 것이고， 

또 다른 입장온 서독 식의 시장경제훌 전면척으로 도입하고 국유기업율 

완전 사유화하자는 쪽이다. 전자는 모드로 정부의 개혁안이고， 후자는 드 

메지에르 갱부의 그것이다. 원래 신탁관리청의 썰립융 주도했던 모드로 

정부의 구상에 따른다면， 신탁관리청의 활동의 주안챔용 국유기업의 판리 

에 있었다. 즉 위기에 처한 동독 기업의 구조률 합리화하여 경쟁력율 회 

복시키 일이 신탁관리청의 일차척 활동 목표였다. 그러니까 원래 신탁관 

리청은， “경제롤 이끌어 가는 行政組織이 아니라 園有財훌의 管理者”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7) 

2. 신탁관리청의 조직과 규모 

2.1. 조적 

신탁관리청옹 1때년 말정애 최총척인 조직의 행태훌 갖추게 되었다. 이 

기구의 최상부는 감독위원회 빠밍chtsgrer찌WTI와 지도위훤회 Lei뻐19떻빼.WTI 

로 구성되어 있다. 감독위원회의 기능온 z3명으로 구성된 판리협의회 

Verwa1tungsrat가 담당했는데， 관리협의회 구성원툴의 신분온 새로 연방에 

6) V gl. Lothar de Maizière: Regierung똥r삐따ung， in: Neues De따sd뼈띠" ~. 4. 1991. 

7) Neues [농utschla'nd， 2. 3. 1앉~， zit. 때ch: J. Roesch: a.a.O., S. 21: als Verwalter des 

Volkseigentums, aber nicht als wirtschaftsleitendes a마띠띠stratives 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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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된 주(州)의 수상들， 사용자 대표， 노동자 대표 빛 은행 총재로 되어 있 

다. 그리고 지도위원회 의장이 신탁관리청의 대표직을 맡았다. 초대 대표 

는 고올케 Rainer M때a Gohlke였고， 이어 로오베더 Detlev Karsten 

Rohwedder가， 그리고 브로이앨 Brigit Breuel이 뒤톨 이었다. 대표률 정첨으 

로 그 하부에는 모두 8명의 이사들이 분야별로 각각의 업무를 판장했다.8) 

신탁관리청의 중앙본부는 베롤린에 있었고， 지방에 15 개의 지부률 두 

었다. 중앙본부는 지부의 자율적인 활동을 최대한 허용했고， 지부의 대표 

는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외국과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연락 사무소도 열었다. 예률 들면， 1991년에는 일본，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에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9) 

2.2. 큐모 
이 관청은 출범 당시 약 8천여 개의 기업m)， 약 2만 5천 개의 소매상점， 

7천 5백 개의 여관과 호텔， 2천 개의 약국， 나아가서 여행사무소， 독일 자 

유노조 연맹 FDGB 산하 요양시셜과 호텔， 언론 잡지사 및 1백 7십만 헥 

타의 농지와 임야률 관리했다. 이들 기업과 시껄의 자본금 100%를 신탁관 

리청이 가지고 있어서， 신탁관리청은 〈持洙會社 Holding>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된다. 신탁관리청 산하 직원은 4백만 명에 달했다. 따라서 신탁관리 

청은 1990년 10월 3일 이후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國營企業일 뿔만 아 

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지주회사였던 것이다. 신탁관리청에 소 

속된 기업과 직원 수는 미국의 h場企業 가운데 상위 25 개 회사를 합쳐 

놓은 것과 맞먹는다.11) 

8) Vgl. Wemer Weidenfeld/Kar)-Hudolf Korte(바sg.): Hanåb뼈1 zur deutschen 
Einheit, F. a. MJ New York 1잊몽， S. 앉)4 f. 

9) Vgl. ebd., S. 665. 

]0) 그 가운떼에는 I천 5백 명 이상의 종업원융 거느린 기업의 수만도 2천 개가 넘는다 

]]) Vgl. ]. Hoes)er: a.a.O., 1993, 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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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관리청의 활동 

3.1. 훨동방황의 변화 
1990년 7월 1일 통화흥합 조약이 발효된다. 이 죠약에 첨부된 기륙에는 

이런 구절이 담겨 있다. 

직간접적으로 국유화되어 있는 기업풀은 L..l 되도혹 률리 경쟁력 있 
는 기업으로 구조가 재편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폭넓게 사유재산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12) 

이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흉화흉합 조약온 국유기업의 처리 방향 

율 @구조 재편을 흥한 경쟁력 강화，(2)사유화라는 두 가지의 톨로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서독의 재무장관 바이젤온 후자훌 절대적으로 중 

시하여， 통독 경제률 사유화시키는 데 신탁관리청율 이용하려고 한다. 바 

이젤의 입장은 동독 정부와 인민회의에서도 그대로 관철된다.6월 중순 

동독의 인민회의는 통독 정부의 의견율 받아률여 신탁관리청의 조직개편 

을 결의한다. 법령의 형태를 띤 이 결의내용온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사유화률 통해 기업활동올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13) 여기 

서 신탁관리청의 활동방향이 바뀌고 있옴율 알 수 있다. 신탁관리청의 제 

1의 목적， 즉 우선 순위는 동독의 국유기업의 관리가 아니라 국유기업의 

사유화로 옮아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훤래 신탁관리청이 갖고 있던 구상， 

즉 소유형태롤 다양화하여 공유재산을 일부 인정하는 일온 불가능혜지고 

12) Vertrag fü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π:schafts- ur떠 50찌alunion 

zwischen der Bur피es뼈)ub1ik Deuts다11and und der Deuts다1en Demokratischen 
Hepub1ik, in: Der Staatsv윈trag， Grundlage 아r deutsch윈1 Einl몽it， hrsg. VI에1 

Ministerium 떠r MedienpoJitik, Berlin, und dem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Bonn 1댔)， S. 11-31 , hier: S. 12, zit nach: J. Hoesler: a.a.O., S. 
25: Unternehmen im unmittelbaren 여er mittel밟ren[’] Staa t.c;eigentum [...] sir띠 ‘so 
rasch wie möglich wettbewerblich zu strukturieren ur떠 so weit wie mðg1ich in 
Privateigentum 찌 überführen. 

13) Information über die Geset7.gebungsar뼈t zur Währungs-, Wirtschafts- ur띠 

s‘)zialunicID - Stand 18. 7. 1웠) - 바"Sg. vom Ministerium für Wiπschaft der 
DDH, Berlin 1 댔)， S. 3, zit. nach: J. Roesler: a.a.O., S. 26: Das Gesetz hat zum 
Ziel, die unternehmerische Tätigkeit durch Privatisierung zu för뾰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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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 

신탁판리청용 이러한 새로운 과제톨 부여발으면서 활동방향이 변한다. 

그것용 국유 재산을 부당한 자들의 침활로부터 보호하고 국유 재산의 구 

조률 변화시켜 이률 부분적으로 양도하는 작업을 판장할 국영 감독환청 

staatliche AufsÎchtsbehörde에서 일찍이 그 유혜훌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국가차원의 메각기구로의 변화롤 말한다，14) 드 메지에르 정부는 이러한 

과제롤 수행하기 위해 서독의 전문가들을 초빙， 신탁관리챙의 상충부에 

포진시켰다. 예률 들면 신탁판리청의 판리협외회 (명예)의장용 회쉬 주식 

회사 Hoesch AG.의 이사장인 로오베더가 맡게 되었고， 신탁관리청의 대표 

는 독일 연방철도의 이사장인 고율케가 맡았다. 

3.2. 신탁관리청의 활동 

신탁관리청은 법에 기초한 연방 칙속 기판으로t læ4년까지 한시척으로 

존속하기로 되어 있었다 15) 앞에서 삶펴본 대로， 이 기관의 활동목표는 

“과거 국유 기업의 구조률 재편하여 경쟁력율 강화시키는 일과 사유화하 

는 일”이었다 ((i) 하지만 이 두 목표톨 추구하는 과정에서 신탁관리청은 

수많은 갈둥에 처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상당한 비판율 받게 되었다. 

이훌 훈류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3.2.1. 활동과 관련된 갈둥 

3.2.1.1 정치와 재정 사이의 갈퉁 

신탁판리청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사유화훌 완걸지어 시장경째률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문제와， 산하기업률율 사유화활 때 될 수 있으 

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여 높은 수입율 옳려야 한다는 재정척인 고려 

사이에서 갈둥을 겪는다. 천자의 문제훌 해결하려면 단 l마르크에라도 매 

14) Vg1.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Heorganisation des volkse필enen Vermögens -
Treuhandgesetz - , GBL der DDR 1900, 1‘eil 1, Nr. 33. 

15) 신학관리청외 활동 근거가 되는 법으로는 신탁관리법0900년 6월 17일 동톡 인민의 
희 철의)， 국가조약0900년 5월 18얼) 그리고 동셔륙간의 흉일조약(I9OO년 8월 20일) 
올 들 수 있다. Vg1. W. Weidenfeldl K-H. Korte(Hrsg.): a.a.O. , S. 664. 

16) Vlg. e벼.， S. 앉)4: 찌here volks잉gene Betriebe wettbewerblich zu strukturi히훌I 

und zu privatisieren 



24 김킬용 외 

각함으로써 조속히 사유화톨 완료해야 환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률 중시 

한다면 많온 구매자들율 기다렸다가 7}창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휠요 

가 었다. 신탁판리청의 활동방향율 보면， 이런 유형의 갈퉁이 빚어질 경우 

대쩨로 정치척인 요언을 더 우선시하는 항향으로 처리되었다. 정치논리에 

따라서， 신탁관리챙의 (순수)매각이윤온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하 

고 말았던 것이다. 

3.2.1.2 서독훌신 경영자률이 신탁관려청의 지도후률 차지함으로써 발생 
하는갈퉁 

신탁관리청의 지도부에 포진한 서톡훌신 인사률의 대부붙이 연방공무 

원이 아니라 서독출신 경영자들이었다‘ 이들은 신탁관리청에 봉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소속한 기업에 이익도 가져다주어야 했다. 예롤 

들면 로오베더는 회쉬 주식회사가 휴가훌 주어 파견한 인물이었다. 따라 

서 그는 신탁관리청의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소속했던 아이 비 앵 ffiM과 불보 Volvo와 알리안츠 Allianz 보험회사 그 

리고 루르 가스주식회사의 이익울 대변했다. 그가 감사로 채직했던 알리 

안츠 보험회사가 동독의 국영보험회사률 인수했다던가 루르 가스 주식회 

사가 동독의 장거리 가스 운송회사률 합병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통독 

기업들의 매각을 둘러싼 스캔들， 언론의 여러 추척 보도는 그러한 의혹을 

사실로 입중한다.17) 

3.2.1 .3. 중소규모의 기업에 우션권율 주어야 환다는 조항 때문에 생기는 
갈퉁 

통화통합 조약의 〈共|매l찮ki;뿔 Gem왜lsames Protokoll>에는 국유기업을 

사유화할 때 중소규모의 기업툴에 참여 기회훌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I베 이 조항에 따르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할 경우 중소기업 

17) 기업의 매각철차도 체코나 훌란드 헝가리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공청한 공시절차톨 
걸친 정매를 통빼서가 아니라 개인척으로 이쭈어져 혹혜라는 의혹이 자주 제기되었 
다. 관혜톨 째고 언론들온 신학관리기구 내의 커넥션융 자주 보도하기도 했다. Vgl. 
Neu감 De따schland， 22. 3. 1001. 

18) V gl. Der Staatsvertrag, Grundlage der deutsch윈1 Einheit, hrsg. vom Minls않rium 
für Medienpolitik, Herlin, und dem Presse- und Infonnationsamt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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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우선권울 주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온 대기업보다 매입가(웰入價) 

률 낮게 부르게 된다. 따라서 최대의 매각이용올 남겨야 하는 신탁판리청 

으로서는 갈둥을 겪율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중소기업을 

지향환다는 이념은 “늘 서독 기업에 먼저 다가서려는"19) 신탁판리청의 처 

리방향 때문에 희생되고 말았다. 예률 들면 포츠담 소재 〈소규모 국영 상 

점들 HO-Einzelhandelsgeschäfte>은 중소규모의 동독 원매자(願買者)가 아 

니라 서독의 대자본주들에게 매각되었다. 매각 당시 사겠다고 나선 사랍 

률의 수는 천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랍툴은 허수 

아비였고， 포츠담의 원매자들 뒤에는 거의 언제나 자본력이 탄탄한 서독 

출신의 구매 희망자가 있었다찌) 

3.2.1.4. 기업매각시 서독 기업들율 우선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갈퉁 

통화통합조약에 서명하면서 연방 재무장관 바이젤온 수사학객인 표현 

을 구사하며 이 렇게 말했다. “경제， 통화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동독과 서 

독 그리고 전 세계의 투자자롤에게는 극도로 유리한 출발기회가 제공되 

었다 "2Jl 그러나 이 세 지역의 투자자돌이 모두 똑같은 재정수단과 정보 

롤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신탁관리청과 맺은 판계도 서로 달랐다. 

동독이나 외국 기업보다는 서독 기업들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 

다. 따라서 기업 매각시 서독 기업들온 특혜훌 누리게 되었다. 

3.2.1.5. 매각을 절대 우선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갈퉁 

신탁관리청의 과제는 기업이나 기업의 일부률 때어 매각하는 것이었다. 

매각율 하면서， 기업의 지리척인 특성， 지역에서 기업의 역할， 매입회사와 

Hundesregierung, Honn 1댔1， S. 11-31, zit. nach: J. Hoesler: a.a.O., S. 33. 

19) Berliner Zeit，따앵， 12. 4. 1001, 짜 nach: ]. R，α!SCh: a.a.O., S. 31. 
20) Manft혀 냐maire: 1‘'reuha때anstalt: das lange dünne Ende kornmt noch, in: 

Wochenpost 38, 1991, S. 2.'), zit. nach: J. Hoesch: a.a.O., S. 31: Nur-leider viele 
waren Strohmänner, hinter fast jedem Potsdamer Bewerber stand ein 
finanzkräftiger Interessent aus den alten Hundesl없ld하TI. 

211 Der Staatsvertrag, a.a.O., S. f57, zit. nach: J. R∞sler: a.a.O., S. 31: Für Investoren 
aus der DDH, der Bundesrepublik und aus der ganzen Welt werden 때t der 
Errichtung de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außerordentlich günstige 
Startchancen geschaf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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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각훨 기업 사이의 분업척인 관계 퉁온 천혀 고려되지 않았다. 축 매각 

이 기계적으로 행해졌다. 매각될 기업이 갖고 있었던 륙성이나 하청기업 

툴과의 연결고리 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구동독의 국유기업률온 개 

별적으로 원칙 없이 분활하여 원매자들에게 때작되고 말았던 것이다. 

3.3. 활동의 결과 
통계에 따르면， 1994년 12훨 31일까지 신탁환리청온 모푸 1만 5천 개의 

국유기업들올 양도한 것올 되어 있다. 이처렁 숨막히는 촉도로 사유화훌 

강행한 결과 생긴 문제툴올 요약하면 다옴파 같다. 

첫째， 사유화 과정에서 약 68%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1900년 중반까지 

만 해도 신탁관리청이 판장했던 일자리는 약 4백 10만 개에 달했는데， 

1992년 말에는 그중 약 1백 30만 개만이 납았다.깅) 약 3백만 명의 구동독 

인률이 일자리톨 잃온 생인데， 이로 인한 사회 경제척 지향점 상실 현상 

은 현재까지 여천히 지속되고 있다. 

둘째， 통독의 제조업 없s v하ar뾰itende Gewerbe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1~쨌년에서 1992년 사이에 3/4이 줄어툴어 총 3백 20만 명 가운데 7십 5만 

명， 1때년 말에는 깨만 명만이 남았다. 이는 산업의 해체로 인한 현상이 

다. 

셋째， 사유화된 기업의 대부분이 파산 직천 상태에서 가동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기업파 경영매각을 통해 사유화된 기업일수록 더욱 그러하 

다. 

넷째， 고용안정파 투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갱) 

다섯째， 신탁관리청이 매각율 통해 율린 수입이 극도로 낮았다. 로오배 

더는 1900년 약 6천억 마르크률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1앓년까지 

22) Vgl. Jan 배ewe: Die Treuhand und die Honner Polí디k， die gr얘te Holding der 
Welt hat sich grundlich verkalkuliert, in: R. Liedtl'<e(Hπ，g.l: a.a.O., S. 92-1ffi, hier 
S.94 

2’) 새로 현입된 동독 지역에 대한 투자수요는 매우 크다. 그러나 1991년도 풍톡지역 주 
민 l인당 투자액온 서독의 그것에 비해 앉)%， Iæ2'년에는 73%에 활파했다. 제조업의 
경우 1991년 동독에 투자된 비용온 130억 마르크인데(그 가용데 셔독이 후자한 액 
수는 80억 마르크)， 서독애는 %삐억 마르크가 후째되었고， 1992년에는 1엇)억 마르크 

였다(그 가운데 서독이 후자한 액수는 165억 마르크) 이것온 서독의 87%에 활과했 

다. V g l. ebd., S. I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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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벌어툴인 총 수입은 겨우 200억 마르크에 불파했고， 그 가운데 비 

용을 제외한 순수입은 겨우 100억 마르크에 그쳤다. 사유화된 기업들 대 

부분을 약간의 “재정적인 지참금 finanzielle Mitgift"만 받고 무상으로 중여 

해버린 셈이다. 

여섯째， 신탁관리청의 총 부채는 1994년 말까지 2，564억 마르크에 달했 

다.:w 이것은 1900-94년 사이에 발생한 국가 부채 중가량의 1/4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1됐년 이후에는 연방과 각 주들이 갚아나가야 한다. 이률 

위해 연방정부는 1됐년 이후 소득세에 대한 추가징수률 입안했다. 또 앞 

으로도 많은 재정손실올 초래할 전망이어서 신탁관리청은 간접적으로 정 

부지출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찌 

4. 동독경제의 변화 

1900년 7월 1일 통화통합이 이루어지면서， 향후 동독 경제의 발천 전망 

에 대해 빌게로트 Hans Willgerodt가 주도한 감정평가서는 이렇게 예측하 

고 있다. 

연방공화국과의 자유교역을 위해 국청이 개방되면 지금까지 생산을 

저해해왔던 수많은 얘로(倫路)들이 제거될 것이다 물자부족과 납품중 

단으로 인한 생산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는 서독으로부터의 모종의 원조나 투자가 유입되기 전이라도 생산의 동 

기가 되살아날 것이다. […] 개혁이 시작되면서 기대했던 생산성의 향상 
도 매우 높아질 것이고 원가절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J)) 

24) Vlg. Wemer WeidenfelcVKarl-Rudolf Korte(바sg.l: a.a.o., S. 666 f. 

25) Vg l. e벼.， S. 94 f. 

26) Hans Willgenxlt unter Mitwirl‘ung von Barbara Oluhosch, Malte K피ger， 

Gutachten: Vorteile der wirtschaftlichen Einheit Deutsc비ands， hrsg. v. Institut für 
Wirtschaftspolitik an der Universität zu Köln 1990, S. 71, zit. nach: J Roesler: 
a.a.O., S. 33 f.: Nach Öffnung der Grenze für den Freihandel rnit der 
Hundesrepublik werden zahlreiche bisher die pr쩌uktion beeinträchtigende 
Engpässe aufgesprengt, weil es nicht mehr zu Produktionsstörungen wegen 
fehlenden Materials 때er ausgebliebener Zulieferungen kommen kann. Die 
Motivation 찌r Leistung wird wiederbelebt werden, sogar bevor irgendeine Hil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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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쳐렴 빌게로트는 “시장경째의 대폭발 ein marktwirtschaftlicher 
Urknall"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동독이 처한 폭수한 문제률， 얘률 들면 불 

충분한 생산성이나 不良한 상품품질 동의 문제률이 단번애 혜소될 것으 

로 예측했다. 

그러나 낙판척인 예훌파는 달리， 흉화흉합이 이루어지면서 동톡 경제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동독이 시장경제로 진입하기 위해 취한 몇 가 

지 예비조치률온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서독에 대해 동독 경제률 

완전히 개방해 놓고 보니， 동독 기업둘 - 국유기업용 물론 당시까지 남아 

있었던 소수의 사유기업， 혹온 국명에서 띤영으로 바뀐 기업 모두 - 에게 

는 파국과도 같은 결과들이 빚어졌다. 

1~년 7월 기준으로 생산온 천달에 비해 약 1/3 (34.9%) 감소했다. 그리 

고 8월에는 14.6%가 추가로 감소했다킹) 戰時의 갱우롤 제외하고 명화시 

에 동독의 경제가 그토록 심각하게 위축된 척용 일찍이 없었다. 이로써 

동독의 산업생산온 전년의 같은 달과 비교혜훌 때 겨우 쩔반(50.8%)에 불 

과하게 되었다. 

서독 마르크의 도업은 기술 및 조직상으로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서독의 물가， 통화 및 이자율 수준도 안정세훌 보였으며， 동독 국민들의 

실질 純所낌도 서독 마르크로의 교환 후에도 역시 어느 정도 補樓되었지 

만뻐)， 의도척이건 아니건 서독 마르크가 동독의 사회 및 경쩨예 미친 명 

향은 엄청난 것이었다.7월 한 달 동안 이미 총 8천 개의 신탁판리챙 산하 

기업 가운데 5천 개의 기업이 지블불능 상태에 빼지게 되었고， 신탁판리 

청에 총 2.'30억 마르크에 달하는 신용대부훌 요청하기에 이르렀다.29) 동독 

마르크롤 서독 마르크로 통화 전환할 때 임금처럼 정기척으로 지불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1:1로， 예금이나 채무와 같은 경우에는 1:2로 전환이 이루 

어졌다. 그 결과 당시까지 서방시장에서 서독외 1마르크톨 얻기 위해서 

aus der Hundesrepublik oder ein Kapitalbeitrag :rug하los...-.en ist.L..l Die gerade zu 
않ginn der Hefonn 찌 하war훨nde Produkti꺼tätssteigerung kann 생lr hoch sein 
und die Wettbewerbsfähigkeit der Hetriebe durch Kosten풍nkung massiv erhöh하1. 

낀) V gl. J Hoesler: a.a.O., S. 34. 

28) V gl. Christa Luft: /:1ωischen We뼈e ωtd Ende, Herlin 1991, S. 193. 

29) Vgl. Deu얀d뼈tdarchiu 38, 1잊~， 9, S.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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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동톡 마르크률 지불해야 했던 동독 기업들온 “300-400%에 달하는 극 

적인 平떠I;IJ f-. 결과써)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시장경제로 전환된 국유기 

업들은 수출에 커다란 타격올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일괄척인 가치명가절 

상으로 인해 동독기업들은 서방시장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놀랍게도 양 독일 정부는 이러한 결과률 분명히 예측하지 못했다. 이와 

유사한 부정적인 현상은 동독이 소련이나 동구 쪽 국가들과 무역거래률 

할 때도 나타나게 되었다. 더욱이 소련과 동구국가들은 잘 알려진 대로 

고질적인 외환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서 통독 물건의 구입올 중단하게 되 

었다. 따라서 동독 기업들은 이들 시장도 잃게 되었다. 

시장이 개방되어 서독의 물건들이 동독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옴으로 

써， 동독의 內;저r1ï場은 즉각 위축되고 말았다. 적어도 초기의 경우， 동독 

국민들은 질 좋고 포장이 멋있으며 개봉하기 편한 서독 상품에 몰려들었 

다. 또 서독의 체인점인 레베 Rewe, 탱앨만 Tengelmann, 슈파 S때r 퉁은 7 

월 1일 이후 동독의 국영상점들올 이용하여 판매률 개시했다. 그 결과 레 

베 Rewe의 경우 구입 물건의 95%률 서독에서 조달했다.3]) 

수많은 동독 기업들은 생산올 중단하게 되었고， 이어 시장도 붕괴되었 

다.찌 만일 원래의 계획대로 兩獨 정부가 시장경제의 법칙올 고수하여 사 

태를 방임했다변， 생산중단으로 인해 약 1백만 명 이상의 산업노동자들이 

해고되었올 것이다. 그러나 양독 정부는 경제적인 파국에 이어 사회척인 

파국이 발생하는 것온 막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률 보았는데， 이것 

은 정치척인 이유 때문이었다.9월파 12월에 선거가 임박해 있었던 것이 

다. 연방정부는 수십 억 마르크에 달하는 재정지원율 통해서 지불불능 상 

태에 빠진 기업들율 희생시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율 수 있게 하고， 단 

축조업율 합망정 일단 조업올 가능케 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동독 실 

업자 수는 7월 한 달 동안 25만 명에 그쳤지만， 이것은 전에 비해 두 배로 

30l Frar뼈ÌJrter Allgemeine Zeitung, ‘경 4. 1991 , 찌t. nach: ]. Roesler: a.a.O., S. 36. 

:m VgI. Fran때Jrter Allgemeine Zeit，ωJg， 26. 3. 1991. 

32) 시장용피의 양상은 시간이 갈수륙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1992년에는 동독에서 소 
비된 물폼의 00%가 서묵제품이었다. 또 냐머지 40%도 지리상으로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물건과 서비스 업종이 주종융 이루었다. 또 1댔2년 당시 수입폼온 
2570억 마르크였는데， 통독에서 만든 물건의 수출은 겨우 720억 마르크에 률파했다. 

VgI. ]. Hoesler: a.a.O. , S.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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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치였다. 그리고 조업단축율 하게 된 노동자돌의 수는 70만 명혜 

달했다. 

5. 마무리 

신탁관리청은 계획대로 1994년 12월 31일 활동울 종료했다. 이후 신탁관 

리청의 업무는 연방 재무부로 이관되었다. 과연 사유화가 동독 산업올 회 

생시키는 최선의 길이었올까? 그렇게 보기 어려운 요인들이 있다. 먼저 

동독 지역 기업올 매각함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입한 기업의 수 

는 겨우 聊여 개로， 전체 매각 대상 기업의 5% 남짓에 불과했다. 서독의 

경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4%라는 점올 고려하면， 이것은 매우 낮 

온 수치이다. 또 대기업올 해체하고 중소규모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브 

로이엘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1992년 5월 카르테 Wolfgang K따tte는 

연방 기업연합청 대표직올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탁관리청의 실무 

처리 방식은 대기업에 혜돼올 주고 있다. [...] 이러한 실무 처리 방식온 통 

독에서 중소규모의 기업의 탄생을 방해했다저)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 

이， 사유화는 결국 서독 대자본에 일방척인 이익을 안겨주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경제수준의 향상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만 이루어진다면， 파거의 오류는 덮일 수도 었다. 그리고 사유화 일변 

도 노선을 추구한 신탁관리청의 공과에 관한 확종적인 명가도 더 많온 시 

간이 지난 후에야 내려질 수 있올 것이다. 하째한 독일의 동서 쪽의 경제 

수준의 차이가 아직도 遠腦하고， 이 격차는 2010년이 되어야 해소되리라 

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껴) 따라서 척어도 현 샤갱에서 신탁판리청의 활동 

은 “사유화률 통한 산업의 혜체 Deindus띠머S없mg durch Privatisierung" 
라는 표현으로 부를 수 있올 것이다. 

쩌) Handelsblatt, 7. 5. 1992, zit. nach: j. Roesler: a.a.O., S. 51: Die Praxis der 
Treuhandanstalt begünstigt die Großunternehmen [-.l Diese Praxis behindert die 
Herausbildung mittelständischer Strukturen in 0헤deutschland. 

34) Vgl. Wemer WeidenfelcVKarl-Rudolf Korte(Hrsg. )l: a.a.O., S. 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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