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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과학기술 통합과 국가통합  

• (통일 독일의 교훈)  



 
독일총리 연보 

 
• ▲초대 콘라트 아데나워(1949-1963) = 1949년 연방하원은 당시 73세인 아데나워 기민당 당수를 초대 총리로 선출했다.  

• 아데나워는 이후 4번 연속 집권했으나 4번째 임기 도중 연정 소수 파트너인 자민당(FDP)을 연정에서 탈퇴시킨 뒤 사임했다. 
 

• ▲2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1963-1966) = 아데나워 사퇴 후 기민당 부당수를 지낸 에르하르트 경제장관이 의회에서  

• 후임 총리로 선출됐다. 에르하르트는 1965년 5대 총선에서 재선됐으나 중도우파 연정이 66년 11월 붕괴해 도중하차했다. 
 

• ▲3대 쿠르트-게오르크 키징어(1966-1969) = 1966년 12월 기민당과 사민당이 대연정을 구성하면서 기민당 소속 키징 

• 어 총리와 사민당 소속 빌리 브란트 부총리 겸 외무장관 체제가 출범했다. 사민당은 이때 연방정부에 처음 진출했다. 
 

• ▲4대 빌리 브란트(1969-1974) = 총선을 통해 중도좌파 연정이 구성되면서 브란트가 사민당 출신의 첫 총리가 됐다. 1972 

• 년 재선됐으나 보좌관이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를 위해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자 1974년 사임했다. 
 

• ▲5대 헬무트 슈미트(1974-1982) = 사민당 소속 슈미트가 의회 표결을 통해 브란트의 후임 총리로 선출됐다. 슈미트는  

• 1976년과 1980년 총선에서 연속 승리했으나 1982년 사민당-자민당 연정이 해체되자 물러났다. 
 

• ▲6대 헬무트 콜(1982-1998) = 슈미트 정권 붕괴 후 기민당-자민당 연정이 들어서면서 기민당의 콜이 의회에서 총리로 선 

• 출됐다. 콜은 1983년, 1987년, 1990년, 1994년 등 4번 연속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전후 최장수 총리가 됐다. 동·서독 통일을 이루고 16년 
• 간 집권한 콜은 1998년 총선에서 패배했다. 

 

• ▲7대 게르하르트 슈뢰더(1998-2005) = 슈뢰더는 독일 보수 정치의 거목 콜을 꺾음으로써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에 의 

• 해 사상 처음으로 명실상부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뤘으며 총선을 통해 바로 집권한 최초의 사민당 출신 총리가 됐다. 또 `적록 연정'  
• 구성으로 환경정당인 녹색당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집권당에 참여하게 됐다. 

 

• ▲8대 앙겔라 메르켈(2005-현재) = 2005년 총선으로 대연정이 구성되면서 기민당 메르켈 총리, 사민당 프랑크-발터 슈타 

• 인마이어 부총리 겸 외무장관 체제가 들어섰다. 동독 출신으로 최연소, 여성 최초의 독일 총리가 된 메르켈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를  
• 잘 관리하는 등 국정을 무난히 이끌었다. 2009년 총선에서 기민당이 승리하고 자민당이 14.6% 득표율로 선전하면서 보수 연정을 11년  
• 만에 탄생시켰다. 집권 초반 자민당과의 불협화음으로 시달렸으나 긴축을 중심으로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 해법을 제시하는 등 위기관리  
• 능력을 입증하고 원전 폐기 결정 등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함으로써 3선 총리 등극의 발판을 다졌다. 

 
 



A unified German scientific environment  
− the science summit 1990  

 
• Six month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 "science summit" of 

the two German states was organised in Bonn. The summit was 
attended by the Minister of Research from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Heinz Riesenhuber, and his counterpart from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Frank Terpe. They discussed the 
future of the scientific establishment in a reunified German state 
and concluded that it was necessary to build a “unified scientific 
landscape”, “with the components that characterise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oday”. As a result, the MPS began to 
establish new institutes in East Germany. Immediately after the fall 
of the Wall, the society had started an “immediate action 
programme”, creating short-term research positions and 
encouraging the exchange of scientists. Most of the former East 
German research institutions became part of the Leibniz 
Association during the reunification process. The principles 
agreed at the science summit were also laid down in the German 
reunification treaty, which came into force on 3 October 1990.  



독일 내  다양한 비 대학 연구소 문제  



양독의 과학기술체제 차이 극복  

-과학기술  관리와 정치 시스템  

 동독과 서독의 과학기술/전후의 과학기술협력  

-전환기(Wende)이후 동독의 재구축 / 기관접수와 협력    

 및 재배치  

-과학기술위원회의 변화 설계 

-동독 과학기술의 개편 

-산업연구/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   

-타국에의 교훈/국제적 지지 획득   

-독일의 비전/성공한 통일국가로 체제 정비          



막강한  학-연-관  체제 
-Actors in the S&T policy arena 



정책네트워크로 정책효과 극대화    
Evaluation as an element in policy moderation 



 Mittelstand+Marquee auto brands 

“We make the thing 
that goes inside the 

thing that goes inside 
the thing”  



독일통일의 오해  

(이것이 사실인가) 

-브란트 동방정책이 통일의 원동력이 됐다(?) 

-콜 총리(사민당)가 기민당 동방정책 계승했다(?) 

-서독이 동독에 대규모  경제 지원했다(?)  

(이것이 사실이다) 

 -접근통한 변화로 동독정권이 변한 게 아니라 동독 민주혁
명으로 동독정권이 붕괴한 것 

 -콜 총리는 교류와 협력확대만 계속, 동방정책 무관(사민
당은 동독 탈출민 수용거부,대규모경제지원 반대) 

 -동독지원은 친척 교회가 주로, 정부는 서비스로 16%만 
지원(우편,철도, 도로 사용료 등)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2014.4.5 조선일보> 



메르켈의 행동  

-1978~1990년  베를린 과학아카데미의  

                     물리화학연구소 

      *자유통일 청년회 과학아카데미 활동 

      *정당가입 안 함 

-1989년  민주개혁에 참여  

-1990년  동독 잠정 정부의 대변인  

     * 통일 후 곧바로 청소년장관,이어 환  

       경장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의 smart trust  



남북 협력방향-변경국가와 중심국가  
(HBR,2013 여름호)  

 



미국식 대북 협력 모델-다양한 접점  

시라큐스 모델 실리콘 밸리모델 

헬스 케어 모델 미국 ODA모델 

대북지원·협력 



통일 전후의 양독 협력이 한국에 주는 교훈  

1) The first step should be to eliminate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politics and science. (정치와 과학기술의 분리) 

 

2) To learn to compete internationally, scientists and students should 
participate freely in international exchange  

                                            (과학인재의 국제화) 

3) Large-scale research institutions with thousands of employees and 
an autocratic structure have not proven beneficial to the 

system.                           (대형연구소와 자율체계에 대한 재평가)  

 
4) The reintegration of science back into the universities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East German reform. 
                                 (대학에 집중,동독개혁의 기점) 

5) In the German experimen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unity showed a great deal of solidarity 

                                 (국내외 연구계의 호평가)  



북한 과학기술은 지금---  

-제한적 환경 속에 질적 고양 

* 과학기술의 총결산은 전국 작업장의 CNC화    
* 이공계 우대정책의 지속으로 국산화 기술 확대 

* 정보화 기술에 집중, IT강국의 비전을 제시   

 (기술입수선) 미국,중국,러시아,동구협력   

 (기술지원선) 몽골,중남미,아프리카에  IT, 한방 등 진출 

 * 연변대 (연변 과기대 통합)와 농업기술 및 바이오 협력 

-총체적 진단과 구체적 대책이 필요  
인재유입 악화, 연구개발 인프라 부족, 녹색혁명의 지체 

(산림,식량, 환경보전 등), 의료ㆍ의약 기술과 환경의 열악    

 등 다수의 과제/ 과학기술용어와 표준의 갈라파고스화           



최근 신년사 공동사설의 의미   
2005: 전당,전군,전민이 일심단결 선군의 위력을 높이자 
2006: 위대한 포부와 신념을 갖고 높은 비약을 하자 
2007: 승리의 신념으로 가득 찬 선군 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가자 
2008: 공화국창건60주년을 맞아 금년을 조국의 역사에 새기는 역사 
        적 전환의 해로 빛내자  
2009: 총 진군의 나팔소리 높이며 그 소리가 금년을 새로운 혁명적  
       대 고양의  해로 빛나도록 하자  
2010: 당 창건 65주년을 맞는 금년,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 
        차를 가해 인민생활에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자 
2011: 금년,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 
        대국 건설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자  
2012: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모체로 2012년을 강성ㆍ번영의  
        전성기가 열리는 자랑할 승리의 해로 빛내자 
2013(신년사):당을 중심으로 단결, 조국의 부강ㆍ번영을 위해 싸우자 
2014년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비약의 해’라고 언급, ‘경제’에 방점 
2015년  특징 1: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 위력’의 3대 정책 방향                                                    
           특징 2: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남 대화 공세 
           특징 3: 온건한, 그렇지만 고답적인 경제정책 추진을 예고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과학기술과 IT는 남북의 가장 강력한 접점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 신설 

-1998년 DJ정부  지식경제  

-2003년 MH정부 혁신경제 

-2008년 MB 정부 녹색경제 

-2013년 GH정부  창조경제  

* 20년 만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결합 

*’개인기+과학기술+IT=창조경제’ 등식은  

  북한 체제와도 덜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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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과학기술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Two track의 모색과 실행  
(중장기)  60년간의 체제비교와 접점 모색 
             과학 및 기술 교육체계와 관련 용어 분석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균형 발전과 인프라 기술  
             과학기술 정보의 open access  
(단기)     대학 및 연구소 관리체계, 연구개발 능력 분석 
             부문별 협력방안 모색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이슈 발굴,공동타개책 
              -bilateral, multilateral 동시 접근 
-(통일의 임박 상황시) 
  정치, 사회통합에 앞서 가장 신속한 통합계획으로  자리매김    
 체제마찰이 가장 적고 , 경제성장에 가장 절실한 과제/ 30일 계획,60일 계획 

등 끊임없는 contingency plan 가동/독일과 같이 목표달성 위한 비상계획
(Crash Program)  

- 과학기술협력과 통합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를 확실히 지정  
                - vision과  details 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 ! 

-남북 신뢰와 협력의 확대  

   점→선→면의 시대로 

-남북이 만드는 신 만주노믹스 

   과학기술과 기술강국+문화강국 

-’New North’시대의 선도국 채비 

   북극해가 열리고,새로운 에너지패권시대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