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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연방수용소에서의 동독이탈주민 지원내용>199)





<표 5 :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 개요>201)

















1950-1953 920 1,087 2,007

1954-1957 2,562 2,508 5,070

1958-1961 3,712 3,812 7,524

1962-1965 4,070 4,223 8,293

1966-1969 6,802 5,705 12,507

1970-1973 10,840 9,356 20,196

1974-1977 16,271 14,432 30,703

1978-1981 20,163 20,119 40,282

1982-1985 27,638 28,897 56,535

1986-1989 30,198 27,488 5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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