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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헝

가리는 서유럽과 동유럽,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의 중
앙에 위치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

고 있으며, 발칸 및 CIS 시장의 진출 거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헝가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
제전환을 위해 일찍부터 경제개혁을 추진, 중·동구(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체제전환
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헝가리의 산업 구조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
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에는 광공업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
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
다. 2007년 말 현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업이 67%
로 가장 크고, 광공업은 28%에 달하며, 농림업은 5%에 불과하
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금융중개업 및 부동산업이 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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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의 제조업은 1990년대 외국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이루
어진 전기·전자와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 전자,
자동차, 컴퓨터 등이 전체 공업생산의 80% 정도를 점하는 헝가
리의 주력산업이며, 이들은 또한 수출의 80%를 점하고 있다. 특
히 IT산업 분야는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연 10%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시장의 급속한 확대
와 함께 이동통신업체들의 성장이 현저하다.
EU 가입을 전후로 헝가리를 비롯한 중부유럽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의 진출이 러시를 이루었으며, 이와 함께 자동
차 부품 및 관련 산업의 진출이 집중되고 있다. 헝가리는 구사
회주의 시절에는 트럭, 버스 등 상용차 생산기지로서 그 중요
성을 인정받았으나, 1990년대 중반 다국적 기업의 대거 진출로
승용차 산업이 급속하게 발달하였다. 헝가리에 진출한 주요 자
동차 업체로는 포드, 오펠, 스즈키, 아우디 등이 있으며, 최근
완성차 생산 공장이 대거 슬로바키아에 건설되고 있어 이를 겨
냥한 자동차 부품 및 부분품 공급업체의 헝가리 북부 진출이
활발하다.
헝가리의 자동차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투
자에 힘입어 지난 2003년 12만 6천 대에서 2007년 29만 2천 대
를 생산함으로써 생산규모면에서 5년간 2.3배 성장하였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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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생산규모는 인근 중·동구 국가 중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
아에 아직 뒤처지나 2007년 자동차 생산대수는 전년대비 약 10
만 대가 증가해 47%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해외 수
출규모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중·동구 내 10여 개 자동차 생산
다국적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구도를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헝가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은 지속되는 완성차 분야의 외국
인투자 확대와 이에 따른 부품공급업체의 시설투자 확대에서 찾
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동차 분야의 투자확대는 정부의 자
동차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경쟁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즉,
내수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헝가리 자동차산업에 이처럼
대규모 외국인투자가 유입되는 것은 서유럽, 발칸반도, 러시아
를 포함한 CIS 등 인근지역의 시장 잠재성은 물론 헝가리의 수
준 높은 관련 산업 및 인프라의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까지 전자산업이 초보단계에 머물러있던 헝가
리는 1990년 초반 개방과 함께 발달된 기초과학과 저렴한 인
건비 등을 겨냥한 다국적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로 중·동구
의 전자제품 생산기지로 발전하였다. GE, IBM, Phillips, Sony,
Flextronic 등 다국적 기업들이 헝가리에 진출하여 전자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 전자업체는 헝가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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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한 재투자를 계속하고 있어 향후에도 전자사업은 헝
가리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분야이다.
헝가리 IT시장의 특징 가운데 강점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동통신과 케이블 TV 보급률을 들 수 있으며, 약점으로는 낮
은 소득수준, 심각한 디지털 격차, 높은 지방인구 비율, 저조한
유선통신 보급률을 들 수 있다. 헝가리의 이동통신 보급률은
2007년 서유럽 평균인 116%보다는 다소 낮으나 105%에 육박
하고 있다. 헝가리의 디지털 문맹률은 전체 인구의 56%에 달
하며, 읍이나 면 이하의 소규모 주거지역에 사는 인구가 37%
에 이른다. 또한 유선통신 보급률은 EU25 평균인 5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32.4%에 불과하다. 유무선 통신의 보급률 차이
에도 불구하고 유선통신 부문에서는 최근 시장이 침체 일로에
있으며, 이동통신 부문에서는 서비스공급자간 경쟁이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다.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07년 헝가리의
IT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7% 성장한 약 2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
며, 향후 연평균 9%의 성장을 거듭하여 2010년에는 42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헝가리 IT시장의 성장세는 2007~08년
경제성장률 둔화로 7%대에 머물렀으나, 2009년 이후에는 비교적
낮은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보급률을 감안하면 9% 이상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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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상반기 헝가리 시장에서
판매된 약 20만 대의 컴퓨터 가운데 60%가 노트북이었는바, 앞
으로도 하드웨어 부문에서 노트북을 중심으로 PC시장이 크게 활
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부문을 포함한 헝가리ICT 시장에서
통신부문이 약 60%, IT부문이 약 40%를 점하고 있는데, IT부문
의 보다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향후 두 부문의 비중 격차는 점
차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13억 달러에 달했던 헝가리
의 하드웨어 시장규모는 2012년까지 약 17억 달러로 확대될 전
망이며, 특히 컴퓨터 시장은 10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7년 6억 1,000만 달러에 달했던 소프
트웨어 부문도 2012년에 9억 6,100만 달러로 확대되고, IT서비
스 부문도 1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헝가리의 금융기관은 발권은행인 중앙은행을 비롯하여 상업
은행, 특수금융기관, 저축 조합 및 보험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2007년 기준으로 헝가리 금융감독 위원회의 감독하에 총 32
개의 은행, 8개의 특수은행, 168개의 조합, 5개의 신협, 29개의
보험회사가 존재한다. 또한 238개의 여신업체와 4개의 투자회사
가 있으며, 투자위탁회사 5개, 투자대행사 10개, 펀드운용사 28
개, 선물거래 에이전시 14개, 위험상품 에이전시 2개 등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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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 일반적으로 헝가리의 금융기관은 예금, 보험, 증권업무
등에 대해 겸업이 가능하며 금융기관 그룹의 모기업을 중심으로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헝가리 금융시장 현지 고객의 특성을 살펴보면, 단기 저축성
향이 강하고 대출은 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융을 주로 이용
하고 있다. 급여소득자는 소득세, 사회보장세 및 연금 등 높은
공제율로 가처분소득(총급여의 55%)이 적어 저축성향은 낮은 편
이다. 또한 1주일 또는 1개월 단위의 단기저축상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만기에 Roll-Over되고 있다. 현지인들은 대
부분 모기지 대출(Mortgage Financing)이나 자동차 대출(Car
Financing)을 이용하여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함에 따라 이에 관
련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수익성도 양호하다.
명목 GDP의 증가와 보급률 증가에 힘입어 헝가리 손해보험
시장은 2007~12년 동안 달러 기준으로 연평균 12% 성장하여
시장규모가 41억 1,4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1,307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헝가리의 명목 GDP는
2012년에는 1,71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1.78%였던
손해보험 보급률은 2.4%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손해보험 밀도도 같은 기간 동안 232달러에서 412달러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생명보험 시장은 인구감소세에도

국문요약 ｜ⅸ

불구하고 현재 여타 EU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생명보험
밀도가 향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BMI에 따르면
2007~12년 헝가리 생명보험 시장은 달러기준으로 연평균 10%
성장하여 총보험료 수입이 34억 9,3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07년 219달러였던 생명보험 밀도가 2012년에는 350달러
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에 기초한 것이다.
헝가리의 제약산업은 유럽에서 오랜 역사와 더불어 기술과 비
즈니스 환경을 고루 갖춘 매우 잠재성 있는 산업으로 평가된다.
헝가리에는 이미 1867년에 의약품 전문 제조회사가 탄생했으며,
약품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경쟁력으로 현재까지도 유명 다국
적 제약회사의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6년
Deloitte가 발간한 중·동구의 500대 기업리스트 중 상위 10대
기업에 헝가리 제약회사 4개가 등재되면서 헝가리는 중·동구
의 제약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헝가리 국민의 약품소비 규모는 해당 지역평균은
물론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높아 인구 천만의 작은 시장
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기반이 견실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가 회원국 30개국을 대
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헝가리 소비자의 1인당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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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소비규모는 2006년 구매력평가 기준 466달러로 일본 다
음으로 높은 9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수치는 회
원국 평균인 440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로 인근 중·동구 국
가인 폴란드, 체코보다도 훨씬 앞서고 있다.
2007년부터 헝가리 제약산업의 국내 환경은 1990년 개방 후
최대의 변혁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해외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적 M&A 등을 통해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헝가리 제약시장은 2008년 조정기를
거쳐 2012년까지 3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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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서론

헝

가리는 2004년 5월 EU 가입을 전후로 유럽 내 신흥시
장으로 각광받고 있고 중·동구의 거점국가로 우리 기

업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서유럽과 동유럽, 북부유럽과 남부유
럽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헝가리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발칸 및 CIS 시장의 진출 거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헝가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로의 체제전환을 위해 일찍부터 경제개혁을 추진, 중⋅동구(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체제전환국으
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까지 헝가리의 거시경제에 대한 연구는 다소나마 진행되
고 있으나 국별 핵심 산업에 대한 연구나 분석은 거의 없는 실
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는 1995년『헝가리 편
람』
이후, 수탁 용역에 따르는 일부 산업에 대한 단편적인 조사
외에는 헝가리 산업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다. 또
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나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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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에서 최근 헝가리 몇몇 산업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
나, 단편적이고 정보 위주이어서 단순한 참고자료의 성격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지역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KIEP가 KOTRA와
합동연구를 실시하는 본 연구는 헝가리에 대한 산업 구조를 핵심
산업 위주로 심층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KIEP의 지역연구 전문
성과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의 생생한 현장감을 활용하는
합동연구를 통해 헝가리의 핵심 산업을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대헝가리 경제협력 심화 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EU 및 중·동구 시장 진출을 희망하
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관련 자료 및 문헌의 수집과 분석을 기초
로 하고 있다. 헝가리의 최근 경제 동향, 산업 구조 및 정책에
대해 언급된 다수의 외국문헌을 수집, 분석하였다. 또한 헝가리
의 주요 산업별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수의
외국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 정리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나 참
고문헌을 통한 정성적 분석과 함께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
한 연구를 병행하였다. 즉, 최신 데이터의 입수가 어렵고 국내외
의 관련 2차 연구가 거의 없는 가운데, 지난 2008년 5월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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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 과제명: 헝가리 편람
- 연구자(연도): KIEP(1994년)
- 연구목적:헝가리의 정치, 경제,
1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헝가리 지역연구의
기반 마련
주
- 과제명: 헝가리 Country Profile
요
- 연구자(연도): KIEP(2005년)
선
- 연구목적:헝가리의 정치 및 경제,
행 2
한·헝가리 경제관계 등의 연구를
연
통해 헝가리 관련 정보에 대한
구
외부수요에 부응
- 과제명: 각종 헝가리 동향연구
- 연구자(연도): KOTRA, 수출입은행
3 - 연구목적:헝가리에 대한 비정기적
동향연구를 통한 이슈 전달

본
연구

- 과제명: KIEP-KOTRA 공동연구:
헝가리의 주요 산업
- 연구자(연도): 이철원·김용성
(2008년)
- 연구목적: 헝가리 주요 산업 분석
및 한·헝가리 산업별 협력전략
제시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문헌분석, - 개황
현지조사 - 역사
- 정치
- 사회 문화
- 외교
- 국내외 경제 등
문헌분석, - 정치동향
전문가
- 경제 동향 및 전망
인터뷰
- 한·헝가리 경제관계

문헌분석

※ 이슈에 따라 다름

문헌분석, - 헝가리 경제구조 및
현지조사,
정책 분석
전문가
- 헝가리 주요 산업
인터뷰,
분석
공동연구 - 한·헝가리 경제협력
방향
- 한국의 대헝가리
산업별 진출 전략

※ 선행연구는 단편적인 정보전달 및
비정기적 동향연구에 그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산업별 심층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한·헝가리 산업별 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정책제안 연구임.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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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 출장을 통한 정보 및 자료 수집을 추진하였으며,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을 활용한 조사연구도 병행 실시하
였다.
본 연구는 헝가리의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 IT, 금융 및 제약
등 4개 산업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 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
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은 헝가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 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유망
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KOTRA 측에서는 기업 고객들
의 해당 산업에 대한 문의 건수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였다. 대체
로 자동차산업과 IT산업은 헝가리 내 비중이 결정적으로 고려되
어 선정되었고, 금융산업과 제약산업은 최근 성장속도와 향후
성장 잠재력 등이 크게 고려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약산업은
KOTRA에 의해 헝가리의 네 번째 주요 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여기에는 최근 급속한 성장속도와 함께 중·동구 시장을 대표하
는 헝가리 제약산업의 비중이 주요 선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헝가리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
업 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국가발전계획 및 투자유치
정책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III장부터 VI장까지는
산업의 중요도 순으로 자동차, IT, 금융 및 제약산업을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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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VII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에 해당되는 헝가리 주요 산업 진출을 위한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헝가리 경제협력 기본 방향과 산업별 진출 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III장 자동차산업과 제VI장
제약산업은 KOTRA측에서 작성하였으며, 제IV장 IT산업과 제V
장 금융산업과 함께 서론, 제Ⅱ장, 제Ⅶ장 등 나머지는 연구총괄
업무를 담당한 KIEP측에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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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동향

헝

가리 경제는 1990년대 초반 체제전환기의 어려운 시기
를 지나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가 점차 회복되다가

1997년부터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였다. 1998년 러시아 경
제위기, 1999년 세계적인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는 금
융시장의 안정세를 기반으로 공업생산과 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1997～2005년까지 꾸준히 4～5%대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
하였다. 특히 헝가리의 EU 가입이 확정된 2000년과 EU 가입이
이루어진 2004년을 전후로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2004년 이후 헝가리 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
나, 꾸준한 수출증가율에 힘입어 2006년까지 4%에 가까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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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유지하였다. 국제원자재가격 고공행진, 내수부진, 환율 절
상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에서의 선전으로 견실한 성장세가 유지
되던 헝가리 경제는 최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긴축
정책으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었다. 재정개혁의 지연과 실패
로 2006년에 GDP 대비 8.2%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헝가리는 EU
집행위에 제출한 수렴프로그램(CP: Convergence Program)에 의해
2007년 고통스러운 재정긴축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제성
장률은 1.3%로 급격히 둔화되었다.
헝가리는 지속적인 긴축통화정책의 시행에 힘입어 2000년부
터 한자리수 인플레율을 기록한 데 이어, 2005년에는 3%대의
인플레율을 기록함으로써 체제전환 이후 가장 낮은 인플레율
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고유가와 자국통화의 환율 절
상 등으로 2006년에는 물가상승압력이 가중되었으며, 2007년
에는 전기, 가스 등 보조금 축소에 따른 대폭적인 공공요금 인
상으로 물가상승률이 8%에 이르렀다. 단기적인 공공요금 인상
충격이 2007년에 대부분 반영되어, 2008년에는 전년에 비해 다
소 물가가 안정되겠지만,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6%대의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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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 헝가리의 최근 경제 동향

주요지표
인구
명목 GDP
1인당 명목GDP

단위
백만 명
십억 달러
달러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0.1

10.1

10.1

10.1

10.0

84.5

102.3

110.5

112.9

138.2

8,167 10,113 10,952 11,227

13,776

실질성장률

%

4.2

4.8

4.1

3.9

1.3

실업률

%

5.9

6.0

7.1

7.5

7.3

소비자물가상승률

%

4.4

6.8

3.6

3.9

8.0

재정수지(GDP대비)

%

-3.8

-4.6

-3.7

-8.2

-5.5

십억 달러

42.9

55.7

62.2

74.3

94.3
92.3

수출
수입

〃

46.2

58.7

64.1

75.4

무역수지

십억 달러

-3.3

-3.0

-1.9

-1.1

2.0

경상수지

〃

-6.7

-8.6

-7.5

-6.8

-6.9

환율(연평균)

Forints/USD

224.2

202.6

199.7

210.4

183.6

자료: Global Insight(2008.7), Online Service(http://www.globalinsight.com).

초긴축 국면에 있던 재정정책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여파와 인플레 억제를 통한 긴축
통화정책으로 2008년에도 경제가 급격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
망이다. Global Insight에 따르면, 헝가리 경제는 미국발 세계경
제 침체 여파가 소멸되고 통화 및 재정정책의 융통성이 어느 정
도 확보되는 2009년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여 2010년 이후
에는 4%대 성장률에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2008
년 2월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으로 신축적인 물가억제 정책이 가
능해져 향후 물가안정화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강구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헝가리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은 쌍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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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 헝가리 경제 전망

주요지표

단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실질GDP증가율

%

1.8

3.1

4.1

4.0

소비자물가상승률

%

6.8

3.8

3.3

2.6

무역수지

십억 달러

2.9

2.9

2.5

2.5

환율(연평균)

Forints/USD

156.5

144.9

155.7

160.2

자료: Global Insight(2008.7), Online Service(http://www.globalinsight.com).

이 적자로, 재정건전화 노력의 지속과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이
후 환율 안정이 향후 주요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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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구조

헝

가리의 산업 구조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감
소하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에는 광공업 비중이 급격

히 확대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확
대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
업이 67%로 가장 크고, 광공업은 28%에 달하며, 농림업은 5%
에 불과하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금융중개업 및 부동산업이
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공공서비
스가 15%, 유통·호텔·식당업이 14%순이다.
헝가리의 제조업은 1990년대 외국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이루
어진 전기·전자와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 전자,
자동차, 컴퓨터 등이 전체 공업생산의 80% 정도를 점하는 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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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주력산업이며, 이들은 또한 수출의 80%를 점하고 있다. 특
히 IT산업 분야는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연 10%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시장의 급속한 확대
와 함께 이동통신업체들의 성장이 현저하다.
1980년대 말까지 전자산업이 초보단계에 머물러있던 헝가리
는 1990년 초반 개방과 함께 기초과학 발달과 저렴한 인건비 등
을 겨냥한 다국적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로 중·동구의 전자제품
생산기지로 발전하였다. GE, IBM, Phillips, Sony, Flextronic 등 다
그림 II-1 헝가리의 GDP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2007년)

자료: Global Insight(2008.7), Online Service(http://www.globalinsigh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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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기업들이 헝가리에 진출하여 전자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
고 있다. 또한 이들 전자업체는 헝가리 거점에 대한 재투자를
계속하고 있어 향후에도 헝가리에서 투자가 가장 유망한 산업은
전자산업이다.
EU 가입을 전후로 헝가리를 비롯한 중부유럽에는 세계적인 자
동차 메이커들의 진출이 러시를 이루었으며,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 및 관련 산업의 진출이 집중되고 있다. 헝가리는 구사회주
의 시절 트럭, 버스 등 상용차 생산기지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
았으나, 1990년대 중반 다국적 기업의 대거 진출로 승용차 산업
이 급속하게 발달하였다. 헝가리에 진출한 주요 자동차 업체로는
포드, 오펠, 스즈키, 아우디 등이 있으며, 최근 완성차 생산 공장
이 대거 슬로바키아에 건설되고 있어, 이를 겨냥한 자동차 부품
및 부분품 공급업체의 헝가리 북부 진출이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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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산업 정책

가. 중기 전략적 국가발전계획

헝가리는 EU 기금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지난 2007년
4월 EU 집행위원회에 중기 전략적 국가발전계획(NSRF: National
Strategic Reference Framework 2007～13)을 제출하였다. 2007년 5
월 EU 집행위는 이를 심사하여 EU의 결속기금(Cohesion Fund)을
통한 총 253억 유로의 자금집행을 승인하였다. NSRF에 따르면,
헝가리는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
지식기반경제 확충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
진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확대 및 개선을 위해 연금, 사회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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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교육 등 공공부문 서비스 개선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
이다.
헝가리 정부는 NSRF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2015년까지 12
만개의 일자리와 비즈니스 분야에서 10%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NSRF는 지역별로 6개 우선추진분야와 15개 실
행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추진분야는 경제개발, 교통
수송체계개선, 사회개혁, 환경, 에너지, 지역균형발전 등 6개 주
제로 구분되어 있으며, 15개 실행프로그램은 7개 지역 프로그램
과 8개 부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개발 분야는 지
식·혁신 경제구축을 위해 기업의 R&D 및 기술개발을 중점적
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 및
고용촉진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기업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공업
단지조성, ICT 인프라 구축 지원, 인적자원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공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 유치
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지역을 개발하고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
발전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산업공단 개발정책을 이미 체
제전환 과정에서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교통수송체계 개선 분야는 중점적 발전방향이 기존 헝가리의
교통전략(Hungarian Transport Strategy 2003～15)과 맥락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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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철도 및 수로 확충을 포함한 종합적인 물
류인프라 개선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환경보호
를 위한 중점추진 사업은 상수도 및 오폐수처리시설 확충, 홍수
통제시스템 개발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 프로그램
이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프로그램과 병행 추진될 계획이다.

나. 투자유치 정책

헝가리 정부는 물류, IT, 전기·전자, 자동차, R&D 등의 분야
에 대한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첨단산업, 선진기
술 및 서비스 도입, 사회간접자본 현대화, 관광 및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인건비 측면에서는 같은 중부
유럽 국가인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 비해 다소 불리하고 발칸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비하면 경쟁의 여지가 없는바, 헝가리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상기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유치를 추진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유치 전담기구인 헝가리 무역·투
자청(Investment and Trade Development Agency)을 설립, 투자절
차의 간소화, 투자인센티브 강화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정책
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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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헝가리는 전기·전자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집적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산업의 부품 및 부분품을 적
기에 공급하기 위한 물류거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주변국에 비
해 고급인력이 풍부한 헝가리에는 최근 다국적기업의 콜센터,
공동서비스센터, IT서비스 및 R&D 센터의 설립이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내국인
대우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
100% 법인세를 면제해 주던 제도가 2000년 EU 가입을 준비하
는 과정에서 전면 폐지되었다. 따라서 1994년 이전에 진출한 외
국인투자기업의 면세기간도 2000년부터 모두 만료되어 실제로
내국인과 동등한 투자우대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헝가리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주춤하자 EU 기준에 부합하
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투자 인센티브를 최대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인 고용, 직원교육, 생산성 증진, 혁신, 중소기업 및 사회
간접자본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우대조
치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 2004년 1월 1일부로 장애정도 50%
이상의 장애인 1명 고용시, 636,000포린트에 달하는 연간 최소
임금을 고용주의 세금에서 공제한다. 둘째, 직원교육에 필요한

Ⅱ. 헝가리 경제 동향 및 산업 구조 ｜21

비용 가운데 최소임금의 20%(1인당 월간 최대 10,600포린트)까
지 세금에서 공제된다. 셋째, 생산능력의 증진이나 혁신을 위한
투자에 대해 25,000,000∼150,000,000포린트 범위 내에서 전체
투자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넷째, 환경친화적인 기술
또는 과학이나 혁신에 관한 연구 등의 투자에 최대 50,000,000포
린트 범위 내에서 전체 투자비용의 50∼7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섯째 헝가리 정부와 EU는 중소기업의 기계 및 설비 구
입, 생산기술 향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LIBOR 또는 BUBOR+1

∼3%의 저리로 25,000,000유로까지 융자를 제공한다.
EU 기준에 따르면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우대조치가 가능하
나, 우대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산업도 규정하고 있는바, 헝가리
정부는 이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산업별 우대조치를 통해 산
업별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 첫째, 2004년부터 1억
포린트 이상을 환경개발 부문에 투자한 기업들은 최대 10년 동
안 법인세의 80%를 면제받는다. 둘째, IT, 금융서비스, 기술
R&D 등에 투자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최대 1억 포린트 범위
1) 헝가리의 산업별 우대조치도 EU 규범에 따른 내외국인 차별금지 원칙이 적용되
는바, 내외국인투자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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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투자비용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셋째, 첨단기
술, 생명공학, 에너지 등에 관한 R&D에 대해 총비용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0,000,000포린트까지 지원하
며, 10억 포린트가 초과하는 R&D에 대해서는 최고 10년 동안
법인세의 80%를 지원한다. 넷째 헝가리 정부와 EU는 공동으로
최대 90,000,000포린트 범위 내에서 투자비용의 60%까지 농업
개발기금을 지원한다.
헝가리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산업 집적도에 따
라 차별적인 인센티브 상한선(35∼50%)을 두고 있다. 또한 2004
년 1월 1일부로 낙후지역에서 10억 포린트 상당의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10년 동안 법인세의 80%를 면제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와 EU는 2004년 1월부터 지역개발활동프로그램과
인적자원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낙후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
및 농촌개발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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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II-1 헝가리의 주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

■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 법인세 16%로의 감면, 재투자 시 세전이익의 25%까지 감면, 직원연수 및
R&D에 대한 세금감면 등
• 세금감면은 10년까지 가능(최대 14년까지 연장 가능), 세금 감면율은 법인세
의 최대 80%까지, 정부지원금은 총 투자액의 50% 한도
■ 지역별 투자인센티브 상한제
• 헝가리는 지역별 집적도에 따라 차별적인 인센티브 상한선 설정
• 정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역별로 투자 자본의 일정 비율까지
만 인센티브 제공
• 상한비율은 지역별 개발 정도에 따라 차별화되는데, 낙후지역일수록 높은 인센
티브 지급
• 다만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 R&D 혹은 환경보호 관련 분야의 투자는 지역별
상한 비율에 적용을 받지 않고 50% 이상 인센티브 수혜 가능
지역별 인센티브 상한 비율

주: 인센티브 상한 25% 지역은 2011년부터는 10% 상한선 적용 예정.
자료: 헝가리 무역투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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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Ⅱ-1 계속

■ 투자 금액대별 인센티브 상한선
• EU 규정을 준수하면서 지급 가능한 투자 금액대별 인센티브 상한선 및 투자금
액은 다음와 같음.
투자금액 구간
~5,000만 유로
5,000만~1억 유로
1억 유로 이상

인센티브 상한선 기준 지급가능 비율
100%
50%
34%

• 예 : A기업이 부다페스트(25% 상한 지역)에 1억 4,000만 유로 투자 시
투자 금액 구간
~5,000만 유로
5,000만~1억 유로
1억 유로 이상

해당 금액
5,000만 유로
5,000만 유로
4,000만 유로

인센티브 지급가능 상한선
25%(25%의 100%)
12.5%(25%의 50%)
8.5%(25%의 34%)

■ 특별 인센티브 패키지(Special Incentive Package) 시행
• 투자유치 중점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해 특별 인센티브 패키지(Special
Incentive Package)로 탄력적 대응
• 헝가리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 중점 분야별 특별 인센티브 패키지(Special Incentive Package)의 해당 요건
은 아래와 같음.

중점분야

제조업

서비스
센터

금액기준

투자금액 구간

2,500만 유로 이상
*

5,000만 유로 이상

1,000만 유로 이상

1,000만~5,000만유로

2,500만 유로 이상

5,000만 유로 이상

*

1,000만 유로 이상

1,000만~5,000만유로

신규고용
창출 하한
개발
지역

낙후
지역

100명

50명

50명

25명

100명

50명

50명

25명

*별도 조건: 급여총액 2년간 1,000만 유로 이상
물류센터

2,000만 유로 이상
*

1,000만 유로 이상

∙금액과 관계없이 10명 이상
∙급여총액 2년간 1,000만 유로 이상

주: * 타 EU 보조금 미 수혜 시 해당 기준.
자료: 헝가리 무역투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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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Ⅱ-1 계속

• 해당 기업이 해당 양식을 기재, 증빙 첨부 후 헝가리 정부에 제출시 정부에서
이를 건별로 심사하여 인센티브 규모를 결정
■ R&D 분야 투자에 대해 금전적, 비금전적 인센티브 강화
• 헝가리 정부는 R&D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수혜 요건 완화 시행
• 헝가리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특별 인센티브 패키지(Special Incentive
Package) 수혜 가능한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음.

금액기준

투자금액 구간

2,500만 유로 이상
*

1,000만 유로 이상

5,000만 유로 이상
1,000만~5,000만 유로

신규고용 창출 하한
개발지역

낙후지역

100명

50명

10명

10명

주: * 타 EU보조금 미 수혜 시 해당 기준.
자료: 헝가리 무역투자청.
•‘연구(R&D) 센터’
에 1억 포린트(40만 유로) 이상 투자할 경우 조세 인센티브
수혜 가능
• R&D 활동 시‘국립 연구/기술청(National Office for Research and
Technology)’에서 지원
■ 기타 인센티브 관련 주요사항
• EU 보조금 활용 기회 부여
·프로젝트를 개발할 경우 EU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 해당 프로젝트는
‘신 헝가리 개발 계획(New Hungary Development Plan)’
과 연계된 것이어
야 함.
• 기타 세제 인센티브
·이윤 재투자 시 세액 공제, R&D 비용에 대한 법인소득세 및
결속세(Solidarity Tax) 공제 등 혜택 부여
·고용 창출 및 종업원 교육 훈련에 대한 보조금 수혜 가능
- 인센티브 상한선(50%)을 적용받을 정도의 낙후 지역, 고등 교육기관 및 헝가
리 과학원에 30억 포린트(12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개발 조세 인센티
브(Development Tax Allowance)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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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Ⅱ-1 계속

- 환경 보호나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분야 투자금액에 1억 포린트(40만 유
로) 이상 투자 시 인센티브 수혜 가능
- 식품위생, 영화 및 비디오 제작, 신규 고용창출 사업의 경우에도 인센티브 수
혜 가능
• 기타 인센티브 수혜절차
·개발 조세 인센티브(Development Tax Allowance), 환경보호 및 인터넷 사업
관련 인센티브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승인이 필요함.
·R&D, 영화 산업 인센티브 등 일부 인센티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회계 결
산 시 법인소득 과세표준에서 공제
자료: KOTRA(2007),『투자핵심가이드』, 무공자료 0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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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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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4/
5/

산업 개황

자동차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자동차산업 및 주요 기업의 성장 잠재력

1
산업 개황

가. 개황

헝가리에서 처음으로 자동차가 생산된 시점은 1905년으로, 헝
가리 자동차협회는 지난 2006년 100주년 행사를 가진 바 있다.
헝가리의 자동차 생산 역사는 크게 3기로 구분되는데, 1기는
1900~45년(개인 및 소량 시리즈 생산), 2기는 1945~90년(상용
차량의 대량생산), 3기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로 외국인투자 업
체들의 승용차 대량조립 생산 시대로 구분해 볼 수 있다.2) 그러
나 사회주의 체제를 거쳐 1990년대 개방이전까지 헝가리 자동

2) 헝가리 자동차협회(A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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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은 주로 버스, 트럭 제조업체들이 주도하였다. 따라서 현
재의 “동구의 디트로이트(Detroit East)”라는 지위를 누리기 시작
한 것은 1990년대 포드(Ford), 오펠(Opel), 스즈키(Suzuki) 등이 헝
가리에 투자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스즈키(Suzuki)는 2007년 233만 대의 승용차를 생산하는 기업으
로 성장했고, 아우디(Audi)는 같은 해 약 190만 기의 엔진을 생산
하여 유럽의 폭스바겐(VW) 그룹에 공급하고 있으며, 약 5만 6천
대의 아우디(Audi) TT 시리즈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GM(OPEL)
은 2007년 49만 5천 개의 실린더헤드와, 1만 9천 개의 엘리슨
(Allison) 트랜스미션을 생산하여 유럽, 남미 및 일본의 포드(Ford)
공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한편 헝가리투자진흥청(ITD)에 따르면 헝가리 내 자동차 부품
업체 수는 600여개로 약 11만 명이 고용되어 있다. 이 중 240여
개 부품회사가 ISO(TS 16949)의 품질관리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전 세계 상위 20위 내 타이어 1급 공급업체의 14개가 헝가리에
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도 헝가리 자동차산업에 지속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이
어지고 있는데, 2008년 6월 다임러(Daimler) 그룹이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승용차 공장에 8억 유로를 투자해 2012년부
터 양산키로 발표함으로써 헝가리의 자동차 생산 역량은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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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헝가리는 2007년 기준 약
301만 2천 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1,000명당 차량보급률
은 299명, 평균차량 연수는 10.3년으로 나타났다.3)
헝가리의 자동차 생산부문의 GDP 기여도는 2004년 2.07%에
서 2007년 2.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지난해 헝가리 자동
차 생산 분야에서의 직접 고용 인구는 약 6만 3천 명으로 전체
고용인구의 2.3%에 해당된다. 한편 지난해 헝가리 자동차 수출
규모는 100억 달러를 상회하여 헝가리 전체 수출규모의 11.5%
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I-1 헝가리 자동차 생산부문의 GDP 기여도 및 비중

자료: 헝가리통계청(KSH).

3) 헝가리 자동차협회(AHAI)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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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자동차산업의 총매출 규모는 2007년 기준 194억 달러
로, 전체 제조업 총매출의 17.3%에 육박하고 있다. 헝가리 내 차
량 생산 관련 스즈키(Suzuki), 아우디(Audi) 등 외국계 투자기업
이 승용차를, 헝가리 기업인 나비(Nabi), 알파 버스(Alfa Bus), 크
라프텍스(Kravtex) 등이 버스와 트럭 등을 제조하고 있다. 2007
년 기준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대비 47.3%가 증가한 약 29만 2
천 대이다. 헝가리 자동차 판매량은 최근 4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7년에는 전년대비 7.5% 감소한 19만
4천 대가 판매되었다.

그림 III-2 헝가리 자동차산업 총매출의 전체 제조업 대비 비중

자동차산업 총생산(십억 달러)

자료: 헝가리통계청(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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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그림 III-3 헝가리 자동차 생산량 추이

자료: 헝가리 자동차협회(AHAI).
그림 III-4 헝가리 자동차 판매량 추이

자료: 헝가리 자동차협회(A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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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 자동차시장에서 헝가리의 입지

2007년 기준 EU에는 17개국 250개 지역에서 자동차가 생산되
고 있다. 같은 해 EU 전체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전년대비 5.3%
가 증가한 약 1,970만 대였으며, 이중 헝가리가 전체 생산량의
약 1.5%를 점유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5년 동
안 중·동구 전체 누적생산량은 약 1,400만 대 규모로 폴란드
450만 대, 체코 400만 대, 슬로바키아 190만 대에 이어 헝가리는
185만 대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헝가리의 2007년 자동차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중·동구
전체가 전년대비 25% 증가하였으며, 특히 헝가리는 약 10만 대
증가하여 전년대비 5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7년
기아 공장의 양산에 따라 전년대비 약 20만 대가 증가한 슬로바
키아 다음으로 높은 자동차 생산증가율로, 내수판매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007년 기준 EU의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1% 증가
한 1,550만 대였다. 이중 헝가리에서는 전체 비중의 1.2%인 19
만 3천 대가 판매 되었다. 지난 5년간 중·동구 전체 누적판매
량은 약 470만 대 규모이며, 이 중 폴란드 약 150만 대, 헝가리
98만 대, 체코 78만 대 등의 순으로 나타나 헝가리는 중·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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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비교적 큰 판매시장으로 평가된다. 한편 판매율 증감
측면에서는 2007년 중·동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
했으나 헝가리만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헝가리의
긴축재정정책에 따른 소비축소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표 III-1 EU 국가의 자동차 생산규모(2007년)
(단위: 천 대)

국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오스트리아

140

249

253

275

228

벨기에

904

900

929

918

844

핀란드

20

11

22

33

24

프랑스

3,620

3,666

3,549

3,169

3,019

독일

5,507

5,570

5,758

5,820

6,213

이탈리아

1,322

1,142

1,038

1,212

1,284

네덜란드

215

248

181

159

139

포르투갈

239

227

219

227

176

스페인

3,030

3,012

2,753

2,777

2,890

스웨덴

323

340

339

333

366

영국

1,846

1,857

1,803

1,650

1,750

체코

442

448

605

855

939

헝가리

126

123

152

190

292

폴란드

322

601

625

715

785

루마니아

95

122

195

214

242

슬로바키아

281

224

218

295

571

슬로베니아

118

132

178

153

198

18,163

18,504

18,414

18,706

19,697

EU 총계

자료: 유럽 자동차제조협회(ACEA: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세계 자동차공업협회(OICA: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s Constructeurs
d'Automob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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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5 중·동구의 자동차 생산 동향(2003~07년)

자료: ACEA; OICA.
그림 III-6 2007년 주요 중·동구 국가의 자동차 생산 현황

자료: ACEA; 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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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 EU 국가의 자동차 판매 추이(2003~07년)
(단위: 대)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EU 전체

2003년
334,316
521,159
133,482
166,051
2,440,692
3,501,683
278,003
179,843
2,489,586
48,392
579,816
263,154
1,716,529
295,484
2,945,156
11,308
121,239
294,118

2004년
350,799
554,850
172,699
164,535
2,473,560
3,550,226
315,975
188,552
2,519,996
52,068
585,198
274,104
1,891,344
301,617
2,959,494
13,951
154,053
295,036

2005년
345,593
555,171
211,177
167,904
2,547,911
3,614,886
295,266
213,706
2,487,393
53,122
545,921
278,470
1,959,488
316,108
2,828,127
20,870
152,588
291,643

167,547
18,674
233,404
10,725
10,660
392,724

168,234
19,496
230,650
13,749
13,554
367,001

175,923
23,511
219,461
19,639
16,135
282,586

71,862
70,739
75,307
67,500
70,603
67,856
17,293,107 17,772,083 17,765,762

2006년
2007년
347,387
339,691
598,220
606,459
226,350
226,212
166,630
147,462
2,498,946 2,584,035
3,772,394 3,482,279
294,060
306,875
225,723
236,348
2,598,075 2,774,267
55,512
56,647
568,683
602,812
265,174
276,606
1,953,134 1,939,298
329,960
358,722
2,734,360 2,799,620
20,198
19,305
158,407
182,203
298,384
315,408
42,440
51,739
183,631
207,038
30,754
37,480
209,280
193,581
30,443
39,690
21,744
31,090
295,008
372,278
297,162
366,818
83,519
89,094
67,836
78,398
18,373,414 18,721,455

주: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경우 EU 가입이전 통계 미포함.
자료: ACEA; 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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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리서치 기관인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는 중·
동구에서 저임금, 노동생산성, EU 회원국 유무 등을 자동차산업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보고 있다.4) 한편 현지 투자진출
한 자동차업체들은 중·동구에서 서유럽 수준의 자동차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년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자동차 구매율이 높은 점을 감
안하여 중·동구에 진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7 중·동구의 자동차 판매량 추이(2003~07년)

자료: ACEA; OICA.

4) BMI(2008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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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8 중·동구 국가의 전년대비 증감 현황

자료: ACEA; OICA.

중·동구 주요국의 자동차 업계 현황을 보면 폭스바겐
(Volkswagen)과 스코다(Skoda)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시장에서 강
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르노(Renault)는 슬로베니아에서, 피
아트(Fiat)는 폴란드에서, 스즈키(Suzuki)는 헝가리에서 각각 강세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자동차산업 ｜41

표 III-3 유럽국가의 자동차산업 비즈니스 환경지수

국가
러시아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잠재수익의 한계
한계
75.4
52.1
50.9
48.4
49.6
36.5
47.5
36.1
34.7
47.9
39.6
42.7
29.3
31.3

시장
85
50.8
51.7
47.5
50
30
47
28.3
25
55.8
35
39.2
26.7
25

국가
57.7
54.4
49.4
50
48.8
48.6
48.5
50.5
52.8
33.1
48.2
49.1
34.3
42.9

수익실현의 위험
위험
53.2
65.9
68.3
60.4
52.6
78.2
52.4
74.3
73.5
40.8
59.3
35
62
57.5

시장
50
70
75
60
55
85
45
80
85
40
55
30
70
60

국가
56.4
61.8
61.6
60.7
50.2
71.3
59.7
68.6
61.9
41.6
63.7
39.9
54
54.9

자동차순위
68.8
56.2
56.1
50.5
49
47.6
46.4
47.6
45.8
45.5
45.5
40.3
39.1
39.1

지역
순위
1
2
3
4
5
6
6
8
9
10
11
12
13
13

자료: BMI(2008a), p. 17.

한편 BMI(2008a)의 자동차산업 환경지수5)에 의하면 헝가리는
중·동구 내 14개 국가 중 에스토니아와 공동으로 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는 자동차산업의 규모면에서 비교적 높
은 점수를 기록하였는데, 조립 산업의 규모는 보통 수준이며 완
성차량(CBUs)의 연간 생산량은 15만 대이다. 아우디(Audi) 및 스
즈키(Suzuki)의 제조공장이 주요 헝가리 자동차산업기지로서의
5) BMI(2008a)의 자동산 산업 비즈니스 환경지수는 시장규제, 자동차 보유율, 경쟁
환경, 예상 산업성장률, 제도 및 진입장벽, 경제 및 정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만든 비즈니스 경쟁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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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글상자 III-1 헝가리 자동차산업 역사

헝가리 자동차 제조업의 형성 및 발전은 다음의 3시기로 구분된다.
◈ 1900~1945 : 개인 및 소량 시리즈 생산
◈ 1945~1990 : 상용차량의 대량생산
◈ 1990 이후 : 외국인투자업체들의 승용차 대량조립 생산
[모델명 : Phoenix]

1904년 헝가리 최초로‘피닉스(PHOENIX)’
라는 브랜드명의 자동차가 개발되어
1911년까지 조립생산 되었다(자료: http://minardi.freeblog.hu/files/Phönix.jpg).
1906년 헝가리 최초로‘이카루스(IKARUS)’라는 버스 모델이 베를린(Berlin)
자동차 전시회에서 전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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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Ⅲ-1 계속

[모델명: Ikarus]

[모델명: MARTA bus]

자료: http://minardi.freeblog.hu/files/

1914~18년에는 헝가리 자동차산업의 시초가 되는 라바(RABA), 막(MAG),
마박(MAVAG), 간즈(GANZ) 등의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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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Ⅲ-1 계속

[모델명: RABA Super]

[모델명: RABA Super]

1918년부터 메르세데스-벤
츠(Mercedes-Benz), 오스트
로-피아트(Austro-FIAT)와
같은 업체들이 헝가리에서 승
용차 생산을 시작하였다. 자동
차 제조 붐은 이후 약 10여
년간 지속되다가 1929년 세계
공황 이후 잠잠해졌다.
1930~1940년 자동차 생산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상용 및 군용 차량이 생산
되었다(자료: http://minardi.
freeblog.hu/files/). 동 시기
에는 우체국, 대중교통, 운
송, 군대 등과 관련된 입
찰들로 자동차 수요가 증
가했다.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승용차의 수
요가 감소한 반면 군용 및
상용차의 수요는 증가하였
다. 이 시기에는 고품질의
차량보다는 낮은 품질의
군용 및 상용차들이 주로
생산되었다.

전쟁이 종료된 이후인
1945~1990년에는 자동
차 공장들이 트럭, 버스,
농기계 등의 대형 시리
즈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승용차의 생산은 줄이고 버스 및 상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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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Ⅲ-1 계속

생산을 장려한 시기이기도 하다. 해당기간 버스 생산량은 연간 1만 5천 대를
기록하였으며, 트럭 생산 및 조립은 연간 20만 대였다.
[모델명: SuzukiSwift]

1990년 이후 헝가리 자동차산업은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된다. 소련을 중심으
로 하는 코메콘(Comecom) 시장이 붕괴되고 상용차 시장의 수요가 거의 사라
졌다. 그러나 서방 자동차 제조사들이 잘 정비된 인프라를 보유한 헝가리에 진
출함으로써 헝가리의 자동차산업은 붕괴되지 않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
었다.
1990년 포드(Ford)가 비스티온(VISTEON)이라는 이름으로 헝가리에 진출하
여 주요 자동차 제조사로 자리매김 하였다. 1991년 오펠(Opel)도 헝가리에 진
출하여 차량조립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엔진 및 기어박스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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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Ⅲ-1 계속

[모델명: AudiTTCoupe]

스즈키(Suzuki)는 1992년 헝가리에 투자한 이후, 현재에는 연간 20만 대 이
상의 차량을 조립하고 있다(자료: www.suzuki.hu).
1993년 아우디(Audi)는 지외르(Gyor)에 공장을 건설하였고 현재 헝가리 내에
서 가장 많은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판매액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료: www.audi.hu).
현재 헝가리에는 미쉐린(Michelin), 한국타이어, 브리지스톤(Bridgstone)과 같
은 타이어 업체들이 진출한 것은 물론,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의
경우 연간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헝가리에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자료: www.mercedes-benz.hu).

자료: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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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가. 완성차 및 부품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강화

헝가리를 포함한 소위 “동구의 디트로이트(Detroit East)”로 불
리는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1990년대 시장개방 이후 경쟁
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당시는 EU 가입
전으로 EU의 보조금 제재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4개국은 모두 서유럽대비 저임금, 시장잠재성, 노동생산
성 및 지리적 위치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정부간 다국적 자동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였다. 이러한 경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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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에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법이 별도로 존재 하
지는 않으나, 1988년 공포된 법률 24호(Act XXIV of 1988 the
Investments of Foreigners in Hungary)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조
건 및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은 GDP 대비 비중,
수출기여도, 고용 및 부가가치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헝
가리 정부의 투자유치 우선 산업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6)
2000년까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가 어
느 정도 완료되자, 외국인투자 유치 기조는 제조업에서 서비스
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2004년 5월 EU 가입으로 예외적인 투
자 인센티브 제공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6월 다임러
(Daimler) 그룹의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공장 유치과
정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도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
키아 4국간 투자유치 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최근에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헝가리 정부가 지급하는 주요
6) ITD(2008), The Automotive Industry in Hungary/Engine of Growth.
7) 헝가리 정부가 다임러(Daimler) 그룹의 헝가리 투자에 제공한 투자 인센티브는
조세감면, 근로자 직업훈련 보조금 및 현금이다. 세부적인 인센티브 내역은 EU
의 승인을 받은 후 공개되겠으나 일부 언론사 추정에는 약 16,800만 유로에 이
를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헝가리 정부는 한국타이어의 생산 공장을 두나우이
바로츠(Dunaujvaros)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6,700만 유로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한 바 있다. 주르차니 총리는 “나는 동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돈이
지원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추측이 난무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EU 규정과 기본
적인 방침에 충실했으며 세부내역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The Budapest times, 23. June, “Biggest Investment Eve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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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법인세 감면, 근로자 연수보조금 지급에
서 현금 인센티브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금 인센티브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나. Pannon 자동차 클러스터 단지 조성과 정부 참여

지난 2000년 아우디(Audi), 지엠-오펠(GM-Opel), 스즈키(Suzuki)
는 부품산업 업체의 효율적 통합을 위해 ‘판논 자동차 컴플렉스
(Pannon Automotive complex)’를 조성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III-9 판논 자동차 클러스터 단지 분포도

자료: Pannon Automotive Cluster(www.autocluster.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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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정부도 지분 참여를 하고 있으며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및 부품공급업체 등 약 96개사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
편 동 클러스터 단지의 총생산 규모는 헝가리 전체 GDP의 10%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자동차산업의 R&D 인프라 강화

현재 헝가리에는 자동차관련 주요 업체인 아우디(Audi), 보쉬
(Bosch), 크노르-브렘제(Knorr-Bremse), 데소(Deso) 등의 R&D 센터
가 설립되어 있다. 헝가리 경제교통부는 매년 혁신적인 투자자들
을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산업협회(AHAI)는 ‘자동
차 및 운송 역량 센터(Automotive & Transportation Competence
Centre)’를 유치하여 미래 자동차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헝가리 정부는 2004년 ‘바이돌(Bayh-Dole)’이라는 혁신
기금법을 제정하여, 자동차산업 분야의 중소기업과 다국적 기업
간 효율적 협력을 도모하며 대학연구 기관 및 관련 연구소를 지
원하고 있다. 아울러 헝가리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중점육성을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 7개의 공
과대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공과대학 및 연구소에 55,000
명, 직업교육 훈련소에 2만 명이 정부지원으로 육성되고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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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0 헝가리의 주요 공과대학 위치도

자료: 헝가리투자진흥청(ITD).

8) ITD(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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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동향

헝가리의 연간 자동차 생산능력은 2007년 기준 약 29만 2천 대
로 2004년 대비 생산능력이 2배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승용차 생
산비중이 전체 차량 생산의 98%를 차지한 반면, 상용차(버스, 트
럭) 생산은 연간 4천여 대에 그치고 있다. 완성 승용차 생산기업은
아우디(Audi)와 스즈키(Suzuki) 2개사뿐이다. 지엠-오펠(GM-Opel)
은 지난 1999년 아스트라(Astra), 벡트라(Vectra) 차종의 생산을 중
단하고 현재는 엔진, 실린더 헤드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아우
디(Audi)는 헝가리 생산 승용차의 전량을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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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4 헝가리 제조사별 세부 생산 현황
(단위: 대, %)

차종

제조사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

비중

AUDI

23,605

12,307

23,675

56,982

140.7

19.5

OPEL

0

0

0

0

0.0

0.0

95,001 136,226 163,958 231,000

40.9

79.1

118,606 148,533 187,633 287,982

53.5

98.6

승용차
SUZUKI
소계
RÁBA

트럭

139

158

170

66

-61.2

0.0

2,450

2,315

1,840

3,500

90.2

1.2

586

0

0

0

0.0

0.0

3,175

2,473

2,010

3,566

77.4

1.2

50

0

0

0

0.0

0.0

707

851

450

370

-17.8

0.1

54

18

0

0

0.0

0.0

0

90

140

109

0.0

0.0

90

50

0

0

0.0

0.0

901

1,009

590

479

-18.8

0.2

122,682 152,015 190,233 292,027

53.5

100.0

SCHWARZM
ÜLLER
기타
소계
IKARUS
NABI/EXBUS
RÁBA

버스
KRAVTEX
기타
소계
총계

자료: 헝가리 통계청(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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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1 헝가리 자동차산업 고용인구 현황

자료: 헝가리통계청(KSH).

헝가리 자동차 제조의 직접고용인구는 2007년 기준 전년대비
12.2% 증가한 약 63,400여 명이다. 한편 자동차산업 내 고용인
구의 평균 임금은 전체산업 대비 비교적 높게 나타나 2007년 기
준 1,200달러로 전체 산업 평균임금 대비 약 1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자동차산업 ｜55

그림 III-12 헝가리 자동차산업 고용인구의 평균임금 추이

자료: 헝가리통계청(KSH).

나. 판매 동향

헝가리 자동차 판매시장은 지난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
해오다 헝가리가 EU에 가입한 2004년부터 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22만 3천 대를 정점으로 다음 해부터 1만
대 이상씩 판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승용차 판매가 압도
적이어서 최근 5년간 판매된 전체 차량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헝가리 시장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의 모델은 현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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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종에 달한다.
브랜드별 판매 시장점유율을 보면 2007년 기준 헝가리 국내산
인 스즈키(Suzuki) 브랜드의 시잠점유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오펠(Opel) 11.4%, 포드(Ford) 10.4%로 나타난다. 이외 시장점유
율 10%를 유지하는 브랜드로는 폭스바겐(Volkswagen)이 있으며,
이들 3개 브랜드가 헝가리 승용차 판매시장의 약 49%를 장악하
고 있다. 2007년 기준 1천 대 이상을 판매한 브랜드는 15개이며,
기타 나머지 25개 브랜드의 시잠점유율은 미미한 편으로 전체
승용차시장의 3% 내외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림 III-13 헝가리 자동차 판매 개요

자료: 헝가리 자동차수입협회(A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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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5 헝가리 승용차 판매 TOP 10 제조사 현황
(단위: 대수, %)

2006
순위

2007

제조사
판매

점유

판매

점유율

증감

1

스즈키

32,639

17.4

32,274

18.2

98.9

2

오펠

21,498

11.4

20,149

11.4

93.7

3

포드

19,088

10.2

18,334

10.4

96

4

폭스바겐

15,555

8.3

15,010

8.5

96.5

5

스코다

16,669

8.9

14,377

8.1

86.2

6

도요타

13,178

7

12,165

6.9

92.3

7

시보레

8,647

4.6

7,881

4.5

91.1

8

푸조

8,236

4.4

7,469

4.2

90.7

9

르노

9,916

5.3

7,123

4

71.8

10

피아트

5,658

3

5,339

3

94.4

11

시트로엥

6,044

3.2

5,009

2.8

82.9

12

혼다

4,140

2.2

4,900

2.8

118.4

13

세아트

4,703

2.5

5,013

2.8

106.6

14

닛산

3,709

2

3,896

2.2

105

15

기아

2,246

1.2

3,342

1.9

148.8

22

현대

1,577

0.8

1,175

0.7

74.5

28

쌍용

141

0.1

133

0.1

94.3

187,842

100

176,978

100

94.2

총계1)
주: 1) 기타 제조사 통계 제외.
자료: 헝가리 자동차협회(A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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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6 헝가리 세그먼트별 판매현황
(단위: 대수, %)

2006년

차종

판매
A - mini

2007년

점유

판매

점유

증감

4,162

2.2

3,326

1.9

79.9

B - small car

89,287

47.5

73,939

41.8

82.8

C - lower medium

61,869

32.9

64,368

36.4

104

C - compact

11,919

6.3

12,946

7.3

108.6

D - medium

12,590

6.7

12,552

7.1

99.7

D - compact

1,024

0.5

1,172

0.7

114.5

E - large size car

1,491

0.8

1,429

0.8

95.8

sport

650

0.3

913

0.5

140.5

premium

252

0.1

261

0.1

103.6

premium off-road

1,421

0.8

1,868

1.1

131.5

4x4

2,089

1.1

2,713

1.5

129.9

jeep

1,088

0.6

1,491

0.8

137

187,842

100

176,978

100

94.2

Total

자료: 헝가리 자동차수입협회(MGE).

헝가리 소비자들은 차종별로는〔표 III-6〕
과 같이 소형차(B 차
종)와 중·소형차(C 차종)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7년의 경우 스포츠형 세단 및 4x4 지프형의 판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상용차 부문에서는 포드(Ford), 폭스바겐(Volkswagen), 피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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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at)가 헝가리 판매시장의 약 41%를 점유하고 있다. 2007년 기
준 1천 대 이상 판매된 브랜드로는 약 10개가 있으며, 푸죠
(Peugeot), 도요타(Toyota), 오펠(Opel)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포드(Ford)의 경우 판매대수가 지난해 대비 -1.4%를 기록하
여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표 III-7 헝가리 상용차 브랜드별 판매 현황
(단위: 대수, %)

제조사명

2006년
판매

2007년
점유

판매

점유

증감

포드

4,205

19.5

4,145

17.3

98.6

폭스바겐

2,830

13.1

2,857

11.9

101

피아트

2,078

9.6

2,743

11.5

132

르노

2,064

9.6

2,027

8.5

98.2

푸조

1,380

6.4

1,951

8.2

141.4

도요타

1,352

6.3

1,858

7.8

137.4

시트로엔

1,711

7.9

1,725

7.2

100.8

오펠

1,295

6

1,705

7.1

131.7

닛산

1,087

5

1,452

6.1

133.6

메르세데스

1,170

5.4

1,283

5.4

109.7

미쓰비시

993

4.6

903

3.8

90.9

마쯔다

494

2.3

497

2.1

100.6

스코다

223

1

321

1.3

143.9

기아

552

2.6

198

0.8

35.9

쌍용

21

0.1

115

0.5

547.6

랜드로버

34

0.2

101

0.4

297.1

현대
총계

119

0.6

36

0.2

30.3

21,608

100

23,917

100

110.7

자료: 헝가리 자동차수입협회(M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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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4 헝가리 자동차 판매점 및 부품 판매점 추이

자료: 헝가리통계청(KSH).

헝가리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판매점 수는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기준 자동차 판매점 수는 전년대비 130
여 개 증가한 약 3,400여 개가 있다. 한편 자동차부품 판매점 수
는 전년대비 74개 증가한 5,300여 개가 있다.

다. 수출입 동향

헝가리 자동차시장의 대외교역 규모는 2004년 약 9억 달러 규
모에서 2007년 약 20억 달러 규모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EU
회원국 가입시점인 2004년 약 5억 6,000만 달러의 적자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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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수출증가와 더불어 이듬해 바로 1억 5,000달러의 흑자기조
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흑자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주
요 기업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완성차 제조업체인 스즈키
(Susuki)는 2007년 기준 전체 생산대수의 약 85%를 수출하고 있
으며, 아우디(Audi)는 전량 수출하고 있어 헝가리 자동차산업의
수출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림 III-15 헝가리 자동차 대외교역 추이

자료: 헝가리통계청(KSH).

헝가리의 자동차 주요 수출대상 국가는 독일로 전체 수출비중
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전년대비 148%의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수출증가에 따라 한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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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수출도 213% 증가하면서 한국은 헝가리의 4,400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성장하였다. 헝가리의 최대 자동차
수출시장인 독일은 동시에 헝가리의 최대 자동차 수입국이다.
2007년 기준 헝가리 수입자동차의 약 46%가 독일로부터의 수입
이었다. 한편, 한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전년에 이어 2007
년에도 60% 정도 급감하여 금액이 약 4,000만 달러에 그쳤다.

표 III-8 헝가리 주요 자동차 생산기업의 내수 및 수출 구조

제조사
스즈키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계획

100,292

149,260

168,000

226,000

300,000

- 내수판매(대수)

33,854

39,120

33,000

35,000

N/A

- 수출(대수)

66,438

110,140

135,000

191,000

N/A

수출비중

66.2

73.8

80.4

84.5

N/A

아우디(수출)
(TT & Roadstart)

23,589

12,307

23,675

56,982

32,629**

수출비중

100%

100%

100%

100%

100%

1,481

1,694

1,894

1,913

1,013.7**

100%

100%

100%

100%

100%

아우디 엔진 수출
(천 개)
수출비중

주: 증감 전년 100 기준
자료: 헝가리통계청(KSH); 아우디 & 스즈키(Audi & Suzu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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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9 헝가리의 주요 자동차 수출 국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04년

‘08
총계
4,392.1
1
독일
2,082.5
2
이탈리아
172.8
3
루마니아
98.1
4
영국
156.1
5
오스트리아
195.5
6
폴란드
83.5
7
프랑스
116.6
8
슬로바키아
92.1
9
체코
73.9
10
불가리아
30.8
27
한국
5.7

2005년

2006년

2007년

5,281.6
2,037.9
274.8
179.6
307.2
209.6
91.5
199.3
163.7
164.3
81.8
10.5

7,227.9 10,784.5
2,770.5 4,092.2
332.5
670.7
279.2
592.4
365.8
428.6
278.6
419.0
513.5
595.7
228.2
380.5
232.1
339.3
204.6
300.4
137.8
233.3
20.9
44.5

증감

비중

149%
148%
202%
212%
117%
150%
116%
167%
146%
147%
169%
213%

37.9
6.2
5.5
4.0
3.9
5.5
3.5
3.1
2.8
2.2
0.4

표 III-10 헝가리의 주요 자동차 수입국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08
1
2
3
4
5
6
7
8
9
10
22

국가
총계
독일
체코
폴란드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일본
네덜란드
한국

주: 증감 전년 100 기준.
자료: 헝가리통계청(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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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956.5
1,883.7
243.5
221.9
283.7
450.9
281.8
237.8
294.1
192.6
142.7
87.4

2005년
5,133.0
1,974.2
366.9
365.0
294.8
385.0
335.8
169.3
204.7
210.0
111.2
119.7

2006년
6,266.7
2,685.9
536.4
463.7
412.8
383.9
279.8
197.0
256.7
234.6
108.9
98.0

2007년
8,708.2
3,980.1
737.3
581.0
540.8
382.1
293.8
254.8
325.2
345.0
240.3
39.7

증감 비중
139%
148% 45.7
137% 8.5
125% 6.7
131% 6.2
100% 4.4
105% 3.4
129% 2.9
127% 3.7
147% 4.0
221% 2.8
40% 0.5

4
자동차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투자 개요

헝가리의 외국인투자 규모는 지난 1990년 개방 이후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누적기준 약 663억 유로에 달한다.
헝가리의 업종별 외국인투자현황을 보면 서비스 16.8%, 자동차
10.9%, 금융 10.5%, 무역 10.1%, 운송 및 통신 9.9%, 전자 8.8%,
화학 5.7%, 식품 5.2%, 기타 22.1%로 분포되어 있다. 자동차산
업에는 2007년 누적기준 약 7억 달러 규모가 투자되었다. 헝가
리에서 완성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스즈키(Suzuki)와 아우디(Audi)
2개 회사 뿐이다. GM의 경우 엔진, 실리더 헤드 및 트랜스미션
만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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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6 헝가리의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자료: 헝가리 중앙은행(MNB).

그림 III-17 헝가리 제조업 내 외국인투자 비중(2007년)

IT, 9.9

자료: 헝가리투자진흥청(I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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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1 헝가리의 주요 완성자동차 외국인투자기업 리스트(2008년)
(단위: 십억 유로)

회사명

설립연도

투자규모

고용인력

매출액

Suzuki

1991

1.3

6200

2.2

Audi

1933

3.3

5845

5.9

GM

1991

0.7

667

N/A

자료: 헝가리투자진흥청(ITD).

나. 최근 외국인투자 동향

1) 주요 자동차 기업 투자 현황
최근 헝가리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는 주로 외국의 다국적기
업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기업인 아폴로 타이어(Apollo
Tyres)가 헝가리에 공장건설을 계획 중으로 투자규모는 3억 유로
로 추산되며, 이는 헝가리에 투자하는 인도기업 중 최대 규모이
다. 공장 건설은 2008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총 건설 기간은 약
18개월이다. 공장 부지는 죈죄(Gyongyos)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지역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인데 투자로 인하여 1,500개의 일자
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신차시장이 침체기에 있으나 헝가리는 자동차산업 제조
분야의 주요 허브지역이 되고 있다. 중·동구의 자동차 판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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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지엠(GM)이나 포드(Ford)와 같은 대형 업체들의 생산시설
이 집중되고 아폴로(Apollo)와 같은 관련 업체들의 동반진출도
뒤따르고 있다.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인 델피(Delphi)는 플라스
틱 자동차 부품 생산 기지를 브라질에서 헝가리의 솜버트헤이
(Szombathely)로 이전하였다. 업체에 따르면 델피는 10억 포린트
(540만 달러)를 투자하여 새로운 공장 건설을 계획함으로써 100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08년 6월 독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컨티넨털
(Continental) AG는 전자 브레이킹 시스템(EBS) 및 관련 부품의
실험장을 헝가리 내 설립하는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투자는 600만 달러 규모로 부품실험장으로는 중·동구 국
가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장 건설은 2008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08년 6월에는 다임러(Daimler)가 약 8억 유로 규모로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자동차 공장을 중부지역인 케츠
케메트(Kecskemet)에 건설키로 발표하였다. Daimler 그룹은 중·
동구 생산 공장으로 전략적 위치 선정을 위해 산업인프라 등을
고려하면서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등 4국 정부와
협상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9) Daimler 그룹은 헝가리
9) 한편 이들 투자대상국은 EU 규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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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정의 결정적 사유로 고속도로 인프라, 관련 산업의 경쟁
력, 기술과 서비스의 질, 기존 투자기업의 성공사례 및 투자인센
티브를 꼽았다. 자동차 공장은 2009년 착공해 2012년 양산계획
으로 연간 10만 대 규모로 벤츠 A, B 클래스 모델이 생산되며,
이에 따라 약 1만 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헝가리 내 완성차량 업체는 3개로 늘어나게 되며, 자동
차산업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I-12 중부 유럽 진출 주요 다국적 자동차 기업 현황

국가명

자동차 브랜드

폴란드

Fiat, GM-Opel, Volkswagen

체코

Toyota-PCA, Skoda-Volkswagen, Hyundai

슬로바키아

Volkswagen, PSA, Kia

헝가리

Szuki(1991년), Opel(1991년), Audi(1993년), Ford(1991)
Mercedes-Benz(2009년 착공)

자료: 헝가리투자진흥청(ITD);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종합.

지난 2005년 5억 3천 유로를 투자한 한국타이어도 추가 공장
을 건설 중이며, 독일 ZF 그룹의 헝가리 법인도 300만 유로를
신규로 투자해 자동차부품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동종 업계인
일본 타이어 회사인 브리지스톤(Bridgestone)도 투자를 늘린 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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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일본 자동차 유리 제조업체인 아사히 글라스(Asahi
Glass)는 2005년 11월 타타바냐(Tatabanya)에 6천만 유로(7천 7백
만 달러) 규모의 공장을 설립한 바 있다.

2) 기타 부품산업 투자기업 현황

가) F 세구라(F Segura)
스페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F 세구라(F Segura)는 지리적
인 이점과 자동차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지로서의 장점을 적극 활
용하기 위해 헝가리에 진출하였다. 2007년 하반기 F 세구라는
헝가리 중부지역인 솔노크(Szolnok)에 100,000㎡ 규모의 생산 공
장을 건설키로 결정하였다. 공장건설은 2008년 완료 예정이며,
2010년 말까지 1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페마트 게엠베하(Femat GmbH)
동 업체는 오스트리아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이며, 보다 많은
자금을 헝가리 자회사인 페마트 헝가리아(Femat Hungaria Kft)에
투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문량 증가에 따라 헝가
리 내 신규공장 및 도색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약 434,000유
로를 투자할 예정이며, 2008년 초 기술관련 프로젝트를 위하여
100만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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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마트 게엠베하(Femat GmbH)는 오스트리아 내 생산을 중단
하였으며, 물류부분을 헝가리로 이전하였다. 한편 제네럴 모터
스(General Motors)와 200만 유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확대
를 도모하고 있다.

다) 안톤(Anton Kft.)
헝가리 공구제조 및 성형업체인 안톤(Anton Kft.)은 헝가리 서
부의 절러에게르섹(Zalaegerszeg)에 위치한 공장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안톤(Anton)은 자동차산
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5억 포린트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
고 알려지고 있다. 현재 안톤(Anton) 생산 제품의 50%는 수출되
고 있는데, 개발 사업 확대로 향후 동유럽 시장에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라바 푸토뮤(Raba Futomu)
동 업체는 헝가리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라바(Raba)의 자회
사로 차축 및 관련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의 트럭
제조업체인 마몬-헤링턴(Marmon-Herrington)에 차축 및 관련 부
품을 공급하는 사업계약을 최근에 체결하였다. 동 사업은 2,940
만 달러 규모이며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기 계약은 라
바(Raba)가 EU 및 CIS 국가로의 수출뿐 아니라 미국시장 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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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 라바(Raba Nyrt)
헝가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라바는 스즈키 모터(Suzuki
Motor)의 헝가리 공장인 마자르 스즈키(Magyar Suzuki)와의 계약
체결에 성공하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07년 초 일본 좌석 제
조업체인 토요 시트(Toyo Seat)를 거쳐 마자르 스즈키에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해당 계약은 460만 유
로 규모이며, 계약기간은 4년이다. 동 사업은 헝가리 내 라바의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스즈키가 자동차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즈키와의 강력한 유대관계
는 라바의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 보쉬(Bosch)
독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보쉬(Bosch)는 2006년 헝가리에
7,000만~9,000만 유로 규모의 700개 일자리 창출을 발표하였다.
보쉬의 12개 현지 자회사들은 총 6,28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2005년 7억 6,300만 유로의 판매를 기록하였다.

사) 카덴스 이노베이션(Cadence Innovation)
2006년 6월 체코 자동차 부품업체인 카덴스 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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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ce Innovation)은 스즈키(Suzuki) 공장에 납품을 하기 위하
여 에스테르곰(Esztergom) 산업 단지 내에 25억 포린트를 투자하
여 공장을 설립하였다. 동 공장은 2007년 6월 공식적으로 생산
을 시작하였으며, 카덴스(Cadence)의 동유럽 확대 계획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카덴스(Cadence)는 스즈키
(Suzuki) 뿐만 아니라 스코다(Skoda) 및 아우디(Audi)에도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아) AutoVision
2006년 7월 폭스바겐(VW)의 자회사인 아우토비젼(AutoVision)
은 기요르 아우디(Gyor Audi) 공장 근처에 500만 유로 규모의 공
장을 설립하였다. 해당 업체는 2005년 12월부터 TT 스포츠카의
차축 및 구동장치를 아우디(Audi)에 공급하고 있다. 아우토비젼
측은 이와 같은 신규 공장 설립으로 생산비용을 15%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티코(Thyco)
벨기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헝가리 북동부의 니레기하
짜(Nyiregyhaza) 산업단지 내에 신규공장 건설로 1억 4,000만 유
로를 투자하였으며, 향후 3~4년 내에 확장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동 제조업체는 품질관리 센터도 벨기에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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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차) 덴소(Denso)
세계 4위의 커몬레일 시스템(common-rail system) 공급업체로서
2006/2007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210만 개의 시스템을 공급하였다.
디젤 시스템 생산이 동사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해당 공장이 섹
께쉬페히르바르(Szekesfehervar)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2005 회계
연도 기준으로 26만 대의 커몬레일 시스템을 생산한 바 있다. 덴
소는 유럽의 8개 도요타(Toyota) 디젤 모델들에 커몬레일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스츠(Isuzu)에도 3.0리터 V-6 디젤엔진을 공급
한다. 또한 해당 제품은 르노(Renault)의 에스빠스(Espace) 미니 밴
과 베사티스(VeSatis) 자동차에도 공급되고 있다. 덴소는 2005년 10
월 유로 4 배기 기준(Euro 4 emissions standards)에 따라 설계된 신
규 PSA-Ford 2.2리터 디젤엔진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포드(Ford)
는 최근 디젤 부품을 기존 로베르트 보쉬(Robert Bosch)에서 덴소
시스템으로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 틸렌 화인메햐닉(Thielen Feinmechanik)
2006년 1월 독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화인메햐닉(Thielen
Feinmechanik)은 다임러 크라이슬러(DaimlerChrysler)에 주문(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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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자동차 컴퓨터 부품 공급)을 받은 이후 헝가리 자회사인 티
핌(Thifim Bt)에 5,000만 포린트를 투자하여 생산용량을 확대시켰
다. 한편 헝가리 일간지인 나피 가즈다삭(Napi Gazdasag)에 따르
면 틸렌(Thielen)은 다임러 크라이슬러(Daimler Chrysler)의 주문계
약에 따른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기타 전자부품 생산시설의 루마
니아 이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글상자 III-2 헝가리 자동차산업 선도기업 현황

- 아우디 헝가리아(Audi Hungaria Motor Kft.(AHM)) 헝가리 자동차산업에서 아우디(Audi)와 스즈키(Suzuki)가
성공적인 투자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헝가리의 GDP 및 국가
이미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아우디(Audi AG)의 헝가리 자회사인 아우디 헝가리아
(AHM)는 2008년 헝가리투자진출 15주년을 맞이하였다. 1993
2
2
년 100,000m 규모의 공장에서 부분적인 생산을 시작하였다가 1,600,000m 로
공장 부지를 확대하였으며 5,800명의 종업원들이 연간 2백만 대의 엔진과
55,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기요르(Gyor) 공장에서는 800명의 직
원이 일일 2,000대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다.
AHM은 1994년 4실린더, 5밸브 오토(Otto) 엔진을 하루 500대씩 생산하기 시작하였
다. 현재 헝가리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아우디(Audi) 및 폭스바겐(Volkswagen)의 핵심
공급제품이 되었고, 하루 약 7,000대의 4, 5, 8, 10 실린더 디젤 및 가솔린 엔진과 300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 세계에서 혼다(Honda)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엔진을 생
산하는 업체가 되었다. 종업원 수도 확대되어 현재 5,8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한편 공장이 설립된 이후 1,540만 대의 엔진을 생산하였다.
AHM은 1998년부터 아우디 티티 코페(Audi TT Coupe) 및 티티 로드스터(TT Roadster)
모델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 Audi A3 카브리오렛(Cabriolet)의 조립을 추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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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Ⅲ-2 계속

다. 해당 공장에서 10년 전 차
량생산이 시작된 이후부터 약
40만 대의 차량이 생산되었다.
해당 공장은 2001년 엔진 개발
분야도 확대하였으며 현재 총
100여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다.
2004년 AHM의 차체 생산
공장이 설립되었다. 동 공장
은 Audi R8, Audi RS 4 및
RS 6 모델의 차체를 생산하
고 있다. 아우디는 현재까지
33억 유로를 헝가리 공장에 투자하였으며, 이로 인해 헝가리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자 중 하나가 되었다. AHM의 수출은 헝가리 전체 수출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헝가리에서 2번째로 많은 수출업체임을 의미한다.
2007년 아우디의엔진 생산량은 전년대비 1%가 증가한 1,913,000대를 기록하였
으며, 자동차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140%가 증가한 56,982대였다.
AHM의 매출은 2007년
16.7%가 증가하여 58억
7,200만 유로를 기록하였
으며, 공장설립 이후부터
축적된 R&D투자는 2006
년 대비 6.6% 증가하였다.
AHM은 2008년 상반기에
또 한번의 생산 기록을 달성
하게 되었는데, 엔진 생산량
에서 100만 대(1,023,228)
를 초과하였다. 자동차 조립
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2008년 상반기 32,629대(A3 Cabriolet 9,543대, TT Coupe
15,873대, TT Roadster 7,213대)의 자동차가 조립되었다. 총 종업원 수는 2008년 6
월말까지 5,899명을 기록하였다.
AHM, 헝가리 정부, 기요르(Gyor)시가 공동 투자하였던 M1 고속도로와 아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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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공장을 직접 연결하는 0.8km의 도로도 완공되었다. 현재 17대의 열차가
매주 Gyor의 아우디 공장과 독일 잉골슈타트(Ingolstatd)의 공장 사이를 운행하
고 있는데,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였던 당시에는 5대에 불과하였다.
AHM의 현황
구분

단위

2006년

2007년

증감

엔진 생산대수

개

1,893,600

1,913,053

1%

자동차 생산대수

개

23,675

56,982

140,1%

매출이익

백만 유로

5,031

5,872

16,7%

FDI

백만 유로

3,088

3,302

6.6%

종업원

명

5,373

5,845

8.8%

자료: Audi 헝가리 홈페이지(www.Audi.hu)로부터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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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산업 및 주요 기업의 성장 잠재력

가. 자동차산업의 성장 잠재력 및 전망

헝가리의 자동차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투
자에 힘입어 지난 2003년 12만 6천 대에서 2007년 29만 2천 대
를 생산함으로써 생산규모면에서 5년간 2.3배 성장하였다. 절대
적인 생산규모는 인근 중·동구 국가 중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
아에 아직 뒤처지나 2007년 자동차 생산대수는 전년대비 약 10
만 대가 증가해 47%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해외 수
출규모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중·동구 내 10여 개 자동차 생산
다국적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구도를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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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풀이 된다.
헝가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은 지속되는 완성차 분야의 외국
인투자 확대와 이에 따른 부품공급업체의 시설투자 확대에서 찾
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동차 분야의 투자확대는 정부의 자
동차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경쟁국 대비 우수하기 때문이다.
즉, 내수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헝가리 자동차산업에 이처
럼 대규모 외국인투자가 유입되는 것은 서유럽, 발칸반도, 러시
아를 포함한 CIS 등 인근지역의 시장 잠재성은 물론 헝가리의
수준 높은 관련 산업 및 인프라의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2008년 6월 다임러(Daimler) 그룹의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공장 유치는 헝가리 자동차산업 기반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의 경우를 통해 헝가리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인근 경쟁국, 신흥시장으로 부상하
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되
며, 이는 비즈니스 환경의 우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헝가
리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 규모가 막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만 자동차 등 대규모 고용효과를 수반하는 산업의 경우 정부의
전폭 지원은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
례이다. 다임러(Daimler) 그룹의 차량은 2012년부터 양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헝가리 자동차 생산 능력은 현행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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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30만 대 규모에서 2012년 45만 대 수준으로 급격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I-13 헝가리 자동차산업의 SWOT 분석

강점

o 완성차(CBU) 조립관련 인프라 탁월
o 대형업체 투자진출 및 재투자 활발
o 중소 CBU 및 부품 생산 분야에서 주요 업체들의 연관
투자확대 지속

약점

o 정부의 소비억제 정책으로 신차 판매 저조
o 경기침체 지속 전망

기회

o EU의 Euro 3 기준 도입으로 수입 중고차 수요 감소
o 정부의 보조금 및 인센티브 지원 지속으로 경쟁력 강화

위협

o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등 인근지역 생산량 증가
o 주요 수출국인 서유럽 시장의 경기 불투명
o 인근 국가 대비 낮은 비즈니스 환경으로 잠재 투자 감소
위험 내재

자료: BMI(2008a).

헝가리 내 완성차 판매는 최근 4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헝
가리 신차 판매시장은 지난 2003년 23만 대 규모를 정점으로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7년 19만 대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동
추세의 원인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을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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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8 헝가리 자동차 생산 현황 및 전망

자료: BMI(2008a).

첫 번째는 시장규모의 적정성에 따라 지난 2003년의 급격한
시장 팽창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견해로, 매출 증가를 위한 금융
기관과 산업의 신용판매 증가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현행 수준이
적정한 판매규모라고 보는 견해이다. 또 다른 시각은 현 정부의
수요축소 정책인 긴축재정정책에서 원인을 찾는 것으로 향후 소
득증대에 따라 수요 확대를 예상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현재 헝
가리의 차량 등록대수는 300만 대이고 1,000명당 차량 보급률은
299명으로, 자동차 보급률 자체만 본다면 수요 확대의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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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만 최근 정부의 실질소득 감소를 초래하는 긴축재정 지
속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헝가리의 실질경제 성장률은 1.3%로 EU 역내 27개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더 나아가 최근 헝가리 중앙은행은 인플
레이션 관리를 위해 은행기준 금리를 8.5%로 인상했으며 지난 해
부터 지속되는 고유가 행진에 따라 전 산업 부문의 매출이 축소되
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 부문도 2008년 1/4분기 현재 전년대비 약
5%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 관련 업계는 올해 신차
판매량이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무적인 현상은 현재의 헝가리 경제 침체는 이
미 헝가리 정부가 EU 집행위에 제출한 수렴프로그램(convergence
programme)에 나타난 바와 같이 헝가리 실질 GDP 성장률은 2007
년을 저점으로 2008년부터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이다. 2008년 1/4분기 기준 헝가리의 실질 GDP 성장률은 2.5%로
지난해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는 수출증가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
로 헝가리는 EU 가입시점부터 매년 무역수지적자 규모가 축소되
어 올해 처음 무역수지 흑자를 전망하는 등 대외거시경제 지표는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와 함께 EU 국가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이 높아져 중고
차량에 대한 규제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신차 수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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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헝가리 자동차시장은 2009년부터
판매증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 2005년 수준인
연간 신차판매 규모 21만 대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I-19 헝가리 자동차 판매 현황 및 전망

자료: BMI(2008a).

나. 주요 선도기업의 사업 현황 및 미래 전략
헝가리 최대 자동차 기업인 스즈키(Suzuki)는 2007년 기준 내
수판매 시장의 약 18%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출의 경우 19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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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록하였다. 전체 차량 생산량의 85%가 해외로 수출됨에 따
라 전체 매출의 87%가 해외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표 III-14 헝가리 자동차 선도 기업 스즈키(Suzuki)의 SWOT 분석

강점

ㅇ 헝가리 제1의 완성차 제조업체
ㅇ 수출증가에 따른 신규투자 확대 추세

약점

ㅇ 정부의 소비억제 정책으로 내수 시장판매 저조
ㅇ 향후 경기침체로 내수 판매 지속 전망

기회

ㅇ EU 역내국 수출증가 추세 지속
ㅇ 정부의 보조금/인센티브 수혜로 경쟁력 강화

위협

ㅇ 중·동구 내 피아트(Fiat), 지엠-오펠(GM-Opel),
폭스바겐(Volkswagen), 토요타-피시에이(Toyota-PCA),
PSA, 기아 등 경쟁 치열
ㅇ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공장 설립에 따른 내수
판매 여건 변화

자료: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작성.

표 III-15 스즈키(Suzuki Hungary)의 재정 현황
(단위: 백만 HUF)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자본금 현황 157,062 157,062 166,932 174,417 176,883 188,490 238,490
국내매출

49,328

63,661

해외매출

99,012

85,053 103,585 144,994 225,698 334,893 457,223

총 매출

79,574

77,317

87,416

80,391

62,503

148,340 148,714 183,159 222,312 313,115 415,284 519,726

자료: 스즈키 헝가리(www.suzuki.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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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0 스즈키(Suzuki Hungaria)의 차량 생산 구조

자료: 스즈키(www.Suzuki.hu).

그림 III-21 스즈키(Suzuki Hungaria)의 고용 추이
(단위: 명)

Employees at Suzuki Hung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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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스즈키(www.suzuki.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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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의 자본금은 지난 2001년부터 총매출 증가에 따른 매출
이익 상승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전체 판매액은 2007년에 전
년대비 25%가 증가한 5,190억 포린트(28억 2,000만 달러)였으며,
이 중 87%는 수출판매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헝가리 자동차
내수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스즈키는 2007년 232,480대의 승
용차를 생산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41.8% 증가한 것이었다.
지난 2006년 스즈키 헝가리 공장은 1백만 대 생산을 돌파하며
설립 15주년을 맞이하였다. 현재 스즈키는 6,000여 명을 고용하
고 있다. 스즈키의 헝가리 진출은 1991년 350,000m2의 부지에
140억 포린트를 투자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다음해 스즈키 Swift
모델의 테스트 생산을 시작하였고 1만 대 이상을 생산한 것은
물론, 스즈키 자동차들은 해당 연도 헝가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이 되었다. 3년 후인 1996년 10만 대 생산을 돌파하였으며,
생산량 증대와 모델 범위 확대를 위한 투자가 이어졌다.
2002년 스즈키는 헝가리 투자진출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내
수시장 및 해외 수출판로 확대 일환으로 다양한 모델 생산을 위
하여 1,000억 포린트 규모의 신규 투자를 실행하여 왜건 알
(Wagon R) 및 이그니스(Ignis) 모델을 조립하기 시작하였다. 2006
년에는 스즈키와 피아트(Fiat)가 공동 생산한 SX4가 헝가리 공장
에서 조립되기 시작하였다. 동 SUV 차량은 스즈키 패밀리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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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장을 연 것으로, 소형차 시리즈 이후 첫 중저가 모델로 기
록되었다.
이상 스즈키의 사업 현황을 보면 1992년 첫 모델의 성공,
1996년 투자확대, 2002년 신규 모델 성공, 2006년 SUV 시장 확
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헝가리 내 건실한 국내시장을 바탕으
로 지속적인 해외 수출시장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즈키는 나아가 해외시장 확대의 자신감으로 2008년 차량생산
목표를 30만 대로 확대 계획하고 있다.
2007년 중·동구의 10개 다국적기업이 생산한 자동차 생산대
수는 약 300만 대였다. 스즈키의 전략대로라면 거의 중·동구
생산량의 10%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스즈키
의 해외시장 수출증가율을 감안하면 자동차업계는 이를 실현가
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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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 개황

가. 중·동구 IT산업

유선통신 부문의 인프라가 취약한 중·동구 국가들은 유무선
대체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터넷 보급률
과 PC 보급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동구 ICT시장 규
모는 최근까지 연간 10% 내외의 고성장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되고,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의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며, 소프트웨어 부문에 전문가와 숙련된
노동력이 풍부하다. 최근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동구의
ICT시장은 EU, 미국 등의 메이저 기업들이 주요 사업자들이며
시장점유율도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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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 중·동구 IT시장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s)

o EU가입 계기로 고성장 소득수준 향상
⇒ 소득수준 향상으로 시장 확대
o 높은 교육수준과 외국어구사능력 탁월
⇒ IT분야 고급 인적자원 보유
o 정부 차원의 적극적 IT산업 육성정책

약점(Weaknesses)
o EU 기업진출 활발
⇒ EU 기업들의 시장 선점
o 빠른 임금상승률
⇒ 저임 이점 조기상실 우려
o 열악한 IT 기초 인프라
⇒ 초기 투자비용 극대화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o EU시장으로의 편입, 시장잠재력 충분
⇒ 중·동구 IT시장 개발 참여,
EU시장 진출 거점 확보

o 세계 메이저 기업들의 중·동구 진출
러시 ⇒ 치열한 경쟁 직면
o 개혁피로 노출 ⇒ 정치 불안 우려

자료: 필자 작성

그림 IV-1 중·동구 IT산업의 특성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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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ing Market Information Service(EMIS)에 따르면, 2001~05
년 동안 무려 69.2% 성장한 중·동구 10개국10)의 2005년 ICT 총
시장규모는 430-450억 유로에 달한다. 2006~07년에도 연평균 약
10% 내외의 성장을 거듭한 것을 감안하면, 최근 중·동구 10개
국의 ICT 총 시장규모는 약 520억~540억 유로 정도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통신 장비 및 서비스 부문이 약 70%, IT 장비 및 소프
트웨어, IT서비스 등이 나머지 30%를 차지하고 있다. European
Information Technology Observatory(EITO)에 의하면, 2007년 중·
동구 10개국의 IT시장은 9.2%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
며, 당분간 고속 성장 지속으로 2009년 중·동구 IT시장 규모는
2004년의 두 배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중·동구 IT시장의 급성장 추세는 서유럽에 비해 매
우 높은 IT 지출비율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IT시
장 성장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동
구 국가들의 GDP 대비 IT 지출비율은 1997년부터 서유럽 국가
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03년에는 최고조에 달해 9%에 근접
한 뒤, 최근에는 7%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대부분의
중·동구 국가들은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IT시장의 성장
10) 중·동구 10개국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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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졌다. 특히 중·동구에서 시장규모가 가장 큰 폴란드
의 IT 성장속도는 경제성장률보다 현저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
났으며,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등도 경제성장 보다 빠른 속도
로 IT시장이 성장하였다. 경제규모가 매우 작은 발트 3국은 경
제성장률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IT시장이 성장하였으며, 슬로
베니아는 경제성장률보다 다소 늦은 속도로 IT시장이 성장하
였다.

그림 IV-2 중·동구의 2001~05년 IT시장 성장률

자료: ISI Emerging Markets(200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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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3 중·동구의 IT시장 성장 추이

자료: Ibid, p. 7.

그림 IV-4 중·동구 주요국의 2007년 IT시장 성장률
(단위: %)

자료: Erste Bank(2007),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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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5 중·동구의 GDP 대비 IT부문 지출비율 추이

자료: ISI Emerging Markets(2006), p. 6.

중·동구 IT시장에서 통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유럽에
비해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동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통신시장은 이미 급성장이 이루어진 반면, IT부문의
성장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주요 부문별 IT시장의 구성
에서도 통신서비스가 5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IT장비 및 통신장비 부문이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그러나 중·동구 IT시장의 주요 부문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IT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던 IT부문과 소프트웨어 부문
의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통신서비스의 성장률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서유럽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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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는 IT장비 부문의 성장률도 중·동구에서는 IT시장 평
균 성장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6 중·동구의 주요 부문별 IT시장 구성

IT장비, 16%

소프트웨어,
6%
IT서비스, 9%

통신장비, 15%

통신서비스,
54%

자료: Ibid, p. 7.

중·동구 국가들 가운데 IT부문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
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최근에 통신부문보다는 IT부문에
급성장이 이루어졌다.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고 최근에 통신부문
에 비해 IT부문의 성장이 더욱 빠르게 이루어진 슬로베니아, 체
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다른 중·동구 국가들에 비해 IT부
문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경제규모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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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발트 3국은 무선전화 보급률은 이미 150%에 달한 데 반해
IT부문의 성장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비교적
더디게 이루어졌다. 후발 개혁국가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IT
부문이 전체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최근 통신부문과 IT부
문 모두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통신과 IT부문이 동
시에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IT부문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
로 낮은 편이다.

그림 IV-7 중·동구 ICT 총 지출에서 IT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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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헝가리 IT산업

헝가리 IT시장의 특징 가운데 강점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
동통신과 케이블 TV 보급률을 들 수 있으며, 약점으로는 낮은 소
득수준, 심각한 디지털 격차, 높은 지방인구 비율, 저조한 유선통
신 보급률을 들 수 있다. 헝가리의 이동통신 보급률은 2007년 서
유럽 평균인 116%보다는 다소 낮으나 105%에 육박하고 있다.
헝가리의 디지털 문맹률은 전체 인구의 56%에 달하며, 읍이나
면 이하의 소규모 주거지역에 사는 인구가 37%에 이른다. 또한
유선통신 보급률은 EU25 평균인 5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32.4%에 불과하다. 유무선 통신의 보급률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
선통신 부문에서는 최근 시장이 침체 일로에 있으며, 이동통신
부문에서는 서비스공급자간 경쟁이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다.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07년 헝가리의
IT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7% 성장한 약 2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
며, 향후 연평균 9%의 성장을 거듭하여 2010년에는 42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11) 헝가리 IT시장의 성장세는 2007~08
년 경제성장률 둔화로 7%대에 머물렀으나, 2009년 이후에는 비

11) BMI(2008c)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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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낮은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보급률을 감안하면 9% 이상
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상반기 헝가리 시
장에서 판매된 약 20만 대의 컴퓨터 가운데 60%가 노트북이었는
바, 앞으로도 하드웨어 부문에서 노트북을 중심으로 PC시장이 크
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부문을 포함한 헝가리 ICT시장
에서 통신부문이 약 60%, IT부문이 약 40%를 점하고 있는데, IT
부문의 보다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향후 두 부문의 비중 격차는

표 IV-2 헝가리 IT산업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o 활발한 관련 외국기업 진출 및 재투자
⇒ 최근 IT 관련 제조업 급성장

o 낮은 PC 및 인터넷 보급률
o 작은 시장규모

o 높은 교육수준과 정보화 전통
⇒ IT분야 고급 기술기반 보유

o EU 기업들의 시장 선점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o EU가입 이후 정부/비즈니스 효율성
강화 ⇒ 어플리케이션과 솔루션 투자
o 기존 EU 국가와의 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들의 주요 IT부문 투자 확대

o IT 및 정보화 사회에 대한 꾸준한
정책적 지원 부재
o 재정긴축 지속
o 과도한 가격경쟁

o IT 보완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 전망
o EU가입으로 교역장벽 제거, 국제화
등 급진전

⇒ 중소기업 경쟁여건 열악

자료: BMI(20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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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13억 달러에 달했던 헝가
리의 하드웨어 시장규모는 2012년까지 약 17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컴퓨터 시장은 10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7년 6억 1천만 달러에 달했던 소
프트웨어 부문도 2012년에 9억 6,100만 달러로 확대되고 IT서비
스 부문도 1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V-3 헝가리 IT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IT시장규모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491

2,716

2,906

3,132

3,374

3,630

3,906

4,179

(2.3)

(2.5)

(2.5)

(2.5)

(2.5)

(2.4)

(2.4)

(2.5)

1,146

1,222

1,279

1,347

1,417

1,488

1,562

1,672

-- PC

894

953

997

1,051

1,105

1,161

1,219

1,304

-- 서버

252

269

281

296

312

327

344

368

- 서비스

847

950

1,017

1,128

1,214

1,343

1,445

1,546

- 소프트웨어

498

543

610

658

742

799

898

961

(GDP 대비 %)
- 하드웨어

주: 2008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BMI(20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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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7~13년 동안 추진되는 헝가리의 제2차 국가개발계
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의 실행을 위해 EU의 구조기금
(structural funds) 및 결속기금(cohesion fund)으로부터 약 288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상기 계획에 따르면 IT부문의 중소업
체를 중점적으로 지원 ․ 육성하며, 정보화 사회를 위한 인프라 구
축에 필요한 광범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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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산업 관련 정책

가. IT산업 육성

지식기반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헝가리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ICT 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있고 EU 차원의 신리스본전략과
i2010-유럽정보사회를 기초로 IT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헝가리는 저임금, 저비용에 의한 FDI 유입이 최근 들어 한
계에 이르러 첨단산업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
며, FDI 유입을 통해 지식기반산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리스본 전략은 EU 회원국 정상들이 2000년 3월 리스본에서
유럽 경제를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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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로 만들자고 채택한 것이었다. 보다 나은 일자리를 계
속 창출하고 사회통합을 더욱 진전시키는 가운데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4
년 11월 ‘리스본 전략’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까
지 EU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사회를 만든다는
리스본 어젠다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현
재 누리고 있는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경
고하였다.

표 IV-4 리스본 전략의 주요 목표치 및 진척도(2005년 기준)

전략 목표

목표치

목표 연도

EU15
평균

달성 국가
(EU15)

EU25
평균

달성 국가
(신규 10)

GDP대비
R&D 비율

3.0%

2010

1.99%

2

1.93%

2

민간 R&D
투자비율

66.7%

2010

56.0%

3

55.4%

3

인터넷 접속학교
비율

100.0%

2002

93.0%

1

-

-

인터넷 이용세대
비율

30.0%

2002

47.0%

12

44.0%

5

자료: European Commission.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05년 2월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을 대폭 수정, 고용과 연구개발 그리고 경제성장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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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춘 신리스본 전략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며, 그 해 3월 EU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동 프로그램은 유럽경제를 2010년까
지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
기반경제를 만들겠다고 합의한 기존 리스본 전략의 목표를 언급
하지 않고, 2010년까지 연구비 지출 확대 및 고용증대 등과 같
은 보다 구체적인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연구기
반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최고의 대학을 양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성장, 사회결속, 환경 등 리스본 전략의 3대 축
(three pillars) 가운데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명확히 하
고 있는 신리스본 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해 EU집행위는 후속조
치로 ‘경쟁력과 혁신 프로그램(CIP: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을 발표하였다. EU집행위는 ‘경쟁력과 혁신’
이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EU의 잠재력(Europe's
potential)을 이끌어 내는 핵심 요소(twin keys)임을 강조하면서 향
후 7년간(2007~13) 시행될 동 프로그램에 총 42억 1,300만 유로
(52억 1,7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CIP는 3가
지 핵심 ‘축(pillars)’인 기업가 정신과 혁신프로그램, 정보통신기
술(ICT) 정책지원 프로그램, Intelligent Energy-Europe 프로그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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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며, 중소기업(SMEs)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총 42억 유로 중 기업가 정신과 혁신 프로그램에 전체 예
산의 60%인 26억 유로가 지원되고, 나머지 두 프로그램에 각각
8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표 IV-5 신리스본 전략의 실행계획

핵심 분야

실행계획(Action Plan)
△ 역내시장의 확대와 심화: 서비스, 에너지, 운송 시장 자유화

투자 및
고용환경
개선

△ 개방적, 경쟁력 있는 대내외 시장 확보: DDA, FTA, 정부구매
시장 및 정부보조금 축소
△ 규제완화: 행정비용 영향 평가시스템 구축 등
△ 인프라 개선 및 확충: 범유럽 네트워크 추진

지식과
혁신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

△ R&D 투자 확대 및 개선: GDP대비 3% 수준 달성
△ 혁신, IT, 자원의 효율적 사용: EU 특허제도 개선, 벤처지원,
IT 및 미디어 산업 활성화, 에너지 효율화
△ 강력한 산업기반 구축: 하이테크산업 육성, 지역클러스터 조성
등

△ 노동시장 참여확대 및 사회보장제도 현대화
고용창출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인적자원 투자확대

자료: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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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헝가리는 현재 인터넷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편이나, 인터넷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에
서 집중적인 인프라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헝가리 정부는 매
년 약 5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을 IT 인프라 구축사업에 배정하고
있으며, IT 인프라 구축 관련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1996년에 시작된 ‘Sulinet’ 프로
그램12)에 의해 중등학교에 인터넷 직접접속이 가능토록 하는 것
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초등학교의 인터넷 접속시스템을 완료
하였다. 2005년에도 헝가리 정부는 ‘Sulinet’ 프로그램에 180억 포
린트(약 7천만 유로)를 지출하여 전국에 18만 대 이상의 새로운
컴퓨터를 보급하였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의 IT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2~06년 동안 지방정부가 IT개발을 위해
지출한 규모는 약 250억 포린트(약 1억 유로)에 달한다.
EU는 지난 2004년 5월 가입한 신규회원국들의 각 부문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기관(Cenrter of Excellency)을 선정하
여 중점 지원하고 있는데, IT부문에서는 헝가리 과학아카데미 산
하의 컴퓨터·자동화연구소(SZTAKI: Computer and Automation

12) 적극적인 컴퓨터 보급 정책인 ‘Sulinet Express’ 프로그램은 연간 소득이 2만 달
러 이하인 가계를 대상으로 최고 300달러까지 IT제품 구매가격의 50%에 해당
하는 소득세 공제혜택을 제공하여 컴퓨터 보급을 유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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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e)가 선정되었다. EU는 ‘eEurope 2005’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약 18억 유로의 기금을 책정하였으며, 헝가리에 약
6,300만 유로가 지원되었다.

나. 전자정부 구축

헝가리의 전자정부 진행 정도는 2006년 말 기준으로 공공행정
서비스의 약 50%가 민간 개인에 대한 e-Government 서비스를 통
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즈니스에 대한 e-Government 서비스도
50%에 달하고 있다.13) 이는 민간 개인에 대한 EU25 평균인
36.8%보다는 빠른 편이지만, 비즈니스에 대한 EU25 평균인
67.8%에는 뒤처지는 진척도이다. 또한 헝가리의 2006년 민간 개
인의 e-Government 서비스 사용비율은 16.8%로 EU25 평균
23.8%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e-Government 서비스의 비즈니스
에 대한 이용비율도 44.9%로 EU25 평균 63.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헝가리는 모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구축, 웹을 통한 공공 데
이터 및 서비스 제공, 모든 학교에서 고품질 인터넷 접속,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 25% 수준으로 확대 등을 목표로 헝가리 정보화사
13) BuddeComm(2007), Hungary - Broadband Market - Overview, Analysis & Forec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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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전략(HISS: Hungarian Information Society Strategy)을 추진하였
다. ‘국가개발계획 2004~2006’과 ‘e-Europe’ 프로그램에 대응하
여 수립된 HISS는 헝가리의 정보화 사회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
으로 초고속 전자통신 확산을 위해 콘텐츠 및 인프라 개발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헝가리 정보통신 분야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e-Hungary 2004~2006’을 통해 경제, 문화, 공공서비스,
공급시스템 등 모든 사회영역에서의 전자화를 추진하였다.
헝가리는 HISS의 인프라 중재(Intervention) 프로그램으로 국가
정보인프라개발(NIIF) 프로그램을 추진, 국가 통합컴퓨터 네트워
크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서비스와 기금을 기관에게 제공토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구축된 인프라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의해 주로 이용되고 있다. NIIF 프로그램은 초고속 네트워크 인
프라 채용, 미들웨어 인프라 창출, 새로운 네트워크 기반의 협력
구조 조성, 슈퍼컴퓨터에 기반한 연산시설 조성 등 밀접하고 상
호보완적인 분야의 4가지 요소로 정의된다.
2006년까지 헝가리 전 지역에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설치를 목
표로 PublicNet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PublicNet 프로그램은
HISS의 인프라 중재 부분의 우선적인 프로그램으로 수요 통합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동 프로그램에 의해
2006년까지 모든 공공기관과 공공의 목표를 위한 사립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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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및 소규모 지역의 네트워크
채택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2005년 말까지 2,530개
지역에 브로드밴드 네트워크가 구축되었고, 2007년 말까지
3,000개 지역으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가 확대되었다. 이와 함
께 헝가리 정부는 EU 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40억 유로를 투입
하여 인터넷 보급 10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브
로드밴드 인프라 확장에 약 14억 유로를 지출하였다.

다. 통신시장 자유화 및 민영화

통신부문은 거대 초기자본의 투입이 필요하여 외국자본의 유
입이 필수적인바, 헝가리는 이를 위해 규제제도의 명확성, 투명
성 및 공평성 등을 강화하였다. 헝가리 정부는 1989년 통신시장
의 사업부문과 정책규제부문을 분리하였고, 1990년 통신·우
편·방송 부문간 사업을 분리하였다. 또한 헝가리 정부는 1993
년부터 통신부문의 정부운영에 의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사업자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2002년 1
월 헝가리는 통신규제제도를 EU 기준에 일치시키기 위해 새로
운 통신법을 발효시켰으며, 2003년 1월부터 통신시장 진입은 완
전 자유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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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Magyar Posta로부터 분리된 통신 부문은 민영화 전단
계로 1991년 12월 100% 국가민영화지주회사(APV) 소유의 주식
회사 Matav로 전환되었다. 1990년 이전까지 국가 우편, 통신 및
전신 부문을 담당하는 Magyar Posta가 헝가리에서 모든 공공 통
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93년 12월 APV는 국제입찰을 통해 Matav의 지분 30.1%를
MagyarCom GmbH에 매각하였다. 당시 MagyarCom GmbH는
Deutsche Telekom AG와 미국계 통신회사 Ameritech Corporation
이 50:50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였다. Matav의 지
분 30.1%의 총 매각대금은 8억 7,500만 달러였으나, 이 가운데
4억 달러는 APV에 의해 헝가리의 국가통신망 확장에 지출되었
다. 이러한 지분매각과 함께 헝가리 정부는 Matav에 2001년 12
월 22일까지 약 8년간 헝가리 유선통신사업을 독점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였다.
1995년 APV는 8억 5,200만 달러에 Matav의 지분 37.2%를 추
가적으로 MagyarCom에 매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MagyarCom의
보유 지분은 67.3%로 증가하였다. 2000년 Ameritech이 소유하고
있던 MagyarCom의 지분은 SBC를 거쳐 Deutsche Telekom에 매각
되어 결국 MagyarCom의 100% 소유권을 가지게 된 Deutsche
Telekom이 Matav의 경영권을 획득하였다.

Ⅳ. IT산업 ｜111

3
IT산업 세부부문별 동향

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ICT 장비 부문을 포함한 유럽의 전자제품 시장 전반에서 서유
럽과 중·동구 시장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는 대규모의 성숙기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시
장의 성장이 매우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중·동구의 전자
제품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투자
에 의한 생산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외국기업의 중·동구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가 전자
산업인데, 이는 EU시장이 통합되고 동쪽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서 가장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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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국가들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
환함에 따라 서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던 전자업체들은 자연스럽
게 시장을 동쪽으로 확대하였다.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신
청이 이루어진 1990년대 중반부터 서유럽의 생산거점이 본격적
으로 중·동구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주로 서유
럽에 있던 생산설비 전부 혹은 일부만이 중·동구로 이전되었으
나, 2000년 이후에는 R&D거점의 중·동구로의 이전도 추진되
었다.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EU 기업들은 물론 미국 및 아시아
의 전자업체들도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보다 공격적
인 시장 공략을 위해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구 진출을 적극 추
진하였다. 현지 기업과의 M&A 추진, 서유럽 경쟁업체와의 전략
적 제휴, 현지의 유력한 유통업체와의 협력체제 강화 등을 통해
미국 및 아시아 전자업체들의 중·동구 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되
었다. 헝가리를 거점화하고 있는 미국의 GE를 비롯한 다국적기
업들은 최근 중·동구 지역에 생산, 판매, 서비스 및 연구개발
부문을 집중시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시장 전체를 총괄하게
하는 이른바 중·동구 거점화전략을 추진하였다. 체코에는 대만
및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컴퓨터 관련 전자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헝가리에는 세계 유수의 TV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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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등 중·동구 지역에 전자산업의 집적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중·동구 지역이 세계 유수 전자업체들의 새로운
본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데에는 오랜 전자산업 전통, 값싸고 풍
부한 숙련노동력, 시장의 성장 잠재력 등의 이점들이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였다. 체코와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구 국가들은
과거 사회주의 시절부터 전자산업 기반이 형성되어 연관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저임의 숙련노동력이 매우 풍부
하였다. 또한 중·동구 시장 자체가 EU가입 이후 구매력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및 건설업 호황 등 전자제품 시장의 성장 잠
재력이 매우 크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격에 비해 운송비가 상
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대형가전제품의 경우 EU시장만을 겨냥
할 경우, 운송비와 관세 등을 고려하면 중국에서의 생산보다
중·동구에서의 생산이 훨씬 유리하였다.
구사회주의 체제의 동구권에서 헝가리는 전통적으로 컴퓨터 부
문의 선두주자였으며, 당시 R&D 투자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헝가리는 1963년부터 프랑스 업체로부터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컴
퓨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1959년에 처음으로 구소련에서 생
산된 컴퓨터를 과학아카데미에서 운영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 부
문에서 과학아카데미 산하 물리중앙연구소(KFKI: 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Physics)가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실질적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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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 개발은 컴퓨터·자동화연구소(SZTAKI: Computer and
Automation Research Institute)가 담당하였다. 헝가리는 사회주의 체
제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GDP 대비 2.5%를 R&D에 지출하였
는데, 이는 당시 국제기준에 비추어 보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 IV-8 헝가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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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8년은 전망치임.
자료: BMI(2008c)로부터 필자 작성.

2007년 헝가리의 IT 하드웨어 시장은 전년대비 4.7% 성장한
12억 7,900만 달러 정도 규모로 전체 IT시장의 약 44%를 점하
고 있다. 이 가운데 PC 부문이 9억 9,700만 달러로 전체 하드웨

Ⅳ. IT산업 ｜115

어 시장의 약 78%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 22%는 서버 부문이 2
억 8,1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07년 상반기
동안 헝가리에서 총 20만 대의 PC가 판매되었는데, 이 가운데
노트북이 12만 대로 60%를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노트북은 전
반적인 데스크톱의 판매 부진 속에서도 전년동기대비 50%의 판
매증가율을 기록, PC시장 활성화의 주축이 되고 있다. 최근 노
트북은 헝가리 기업들의 업무 유연성 향상과 운영비 감소를 위
한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Wi-Fi 인터넷 장비가 수용 가
능한 안정된 가격에 공급되면서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07년 헝가리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6억 1천만 달러로 전체 IT
시장의 21% 정도였으나, 전년대비 12.3%로 하드웨어에 비해 매
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 이후 많
은 다국적기업들이 헝가리에 진출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은 새
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다국적기업들은 IT산
업 공급자로서 헝가리에 진출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헝가리
에 조립공장을 건설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개
발센터를 헝가리로 이전시키고 있다. 최근 IT산업의 유럽 개발거
점으로 헝가리 연구본부가 각광받고 있으며, 헝가리에 소프트웨
어 개발센터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에는 Nokia, Siemens,
Ericsson 등이 있다. 이밖에도 IBM, Oracle, Siemens-Sysdata, SAP

116｜ 헝가리의 주요 산업

등이 소프트웨어 시스템개발센터를 헝가리에 가지고 있으며,
Compaq, EDS, Debis 등이 헝가리에서 시스템 통합과 아웃소싱
공급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헝가리에는 소프트웨어 부문에 전문가와 숙련된 노동력이 풍
부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활용가치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Microsoft가 헝가리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헝가리 전체 IT시장 고용
인원 중 48%인 11만 8천 명이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에 종사하
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가 Microsoft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
여하고 있다. 헝가리의 Microsoft 협력업체들은 2007년 전체 매
출액이 약 1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 업체들은
R&D 및 마케팅 비용으로 2억 26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
정된다.

나. 통신서비스

중·동구 지역의 유선통신 부문은 서비스 가격이 점차 하락하
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시장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동통신
부문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양하고 유용한 서비스가 계속
개발됨에 따라 유선에서 무선으로의 대체가 급속도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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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유선 서비스 시장의 축소는 앞으로도 불가피할 전망
이다. 최근 들어 이동통신 보급률의 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선에서 무선으로의 고객 이동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9 헝가리의 유선전화 총 회선 수 추이
(단위: 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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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8년은 추정치임.
자료: BMI(2008f) & BuddeComm 등으로부터 필자 작성.

이와 같은 유선서비스 시장의 축소를 조금이나마 늦추기 위해
서는 대안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필요한데, 최근 가장 핵심적
인 대안으로 브로드밴드가 떠오르고 있다. 브로드밴드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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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은 유선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
며, 기존 유선회선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작용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유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동구 지역
에서는 유선 음성서비스가 점차 저수익 모델로 이전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유선서비스와 음성서비스의 통합, 유연한 요금 체계의
제공,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의 공격적인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IV-10 헝가리의 이동통신시장 보급률(인구 100명당 가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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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구 이동통신 시장은 현재 분명 성장하고 있지만, 서비
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고 보급률이 이미 매우 높으
며, 경쟁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선불제 고객을 후불제로 유인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
기 위해 각종 데이터 서비스 및 3G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고 있
다. 3G 이동통신 서비스는 슬로베니아와 헝가리에서 제일 먼저
도입되었고 폴란드와 체코가 그 뒤를 이었으며, 최근에는 루마
니아와 크로아티아 등 발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헝가리 유선전화 회선 수는 2000년 4/4분기에 379만 8천 개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 말 현재 325만 1천 개를 기록하고 있다. 2001년
37.4%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유선전화 보급률은 2007년에
32.4%로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 2006년 헝가리의 유선전화 시장
은 전년대비 3.1% 축소되었으며, 2007년에도 3%에 가까운 시장
축소가 이루어졌다.
인구 천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헝가리는 2000년에 인구 100명
당 28명에 불과했던 무선전화가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7
년에는 1,000만 명을 초과하였다. 2003년까지 무선전화가입자
가운데 80% 정도가 선불카드를 통해 무선전화를 이용하고 있었
으나, 후불방식 가입자가 2007년 4/4분기 현재 400만 명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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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거의 40% 수준에 접근하였다. 2007년 12월말 현재 무선전
화 총 가입자 수는 전년대비 8.4% 증가한 1,053만 4천 명에 달
하여 보급률은 인구 100명당 105%를 기록하였다.

표 IV-6 헝가리의 이동통신시장 구성(2007년 4/4분기 현재)

이동통신 운영업체

가입자 수(백만 명)

시장점유율(%)

T-Mobile Hungary

4,853

46.1

Pannon GSM

3,377

32.1

Vodafone Hungary

2,304

21.9

10,534

100

합계
자료: BMI(2008f).

표 IV-7 헝가리 이동통신시장의 선⋅후불방식 가입자 현황
(단위: 백만 명)

이동통신업체

2006
3/4

2006
4/4

2007
1/4

2007
2/4

2007
3/4

2007
4/4

T-Mobile(선불방식)

2.846

2.886

2.879

2.863

2.918

3.057

T-Mobile(후불방식)

1.461

1.545

1.599

1.654

1.710

1.796

Pannon GSM(선불방식)

1.848

1.962

1.934

1.952

1.940

2.037

Pannon GSM(후불방식)

1.133

1.191

1.216

1.246

1.280

1.340

Vodafone(선불방식)

1.335

1.347

1.322

1.275

1.272

1.295

Vodafone(후불방식)

0.715

0.787

0.841

0.889

0.940

1.009

합 계(선불)

6.029

6.195

6.135

6.090

6.130

6.389

합 계(후불)

3.309

3.523

3.656

3.789

3.930

4.145

자료: BMI(200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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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이동통신시장에는 T-Mobile, Pannon GSM, Vodafone 등
3개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총 가입자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2007년 4/4분기 현재 T-Mobile이 46.1%, Pannon이
32.1%, Vodafone이 21.9%를 점하고 있다. 헝가리의 휴대전화 단
말기 시장은 Nokia가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고
급형, 다기능 제품으로 수요가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어 삼성
의 고급형 단말기 등도 호평을 받고 있다.

다. IT서비스

중·동구 국가들의 인터넷 보급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
보급률 급증은 중·동구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경쟁 격화와 경
제개발에 의한 소득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최근
의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동구 국가들의 인터넷 보
급률 수준은 서유럽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발칸 국가들의 인터넷 보급률이 최근 연간 100% 이상의 성장
률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체코도 매우 빠
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사태 등으
로 1990년대에 경제가 정체되어 있던 발칸 국가들은 최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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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칸 정세의 안정으로 중·동구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칸 국가들은 인터넷
보급률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아직까지 보급률은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동구 국가들 가운데 인터넷 보
급률 수준과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들 중에는 체코가 최
근까지 빠른 보급률 성장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부문 중에서도 최근 중·동구에서는 특히 브로
드밴드 시장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브로드밴드 시장
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데에는 수요자 측면에서 소득의
증가와 PC 보급률 확대 등으로 ADSL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
게 증가하였다는 점과 공급자 측면에서 경쟁이 격화되어 가격이
인하되고 서비스가 더욱 업그레이드되고 다양화되었다는 점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브로드밴드 시장의 확장세에도
불구하고 중·동구의 브로드밴드 보급수준은 아직까지 서유럽
수준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아직까지 다소 열악하기는 하지만, 시장 측면에서 헝가리에서
최근 가장 급성장하는 산업은 IT서비스 부문이다. 브로드밴드의
보급 확대로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성장을 보
여주고 있는 IT서비스 시장규모는 2007년 전년대비 7.1% 증가
한 10억 1,700만 달러로 전체 IT시장의 35%를 점하였다.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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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07년 인터넷 보급률은 30.4%에 달했으나, EU27 평균인
51.8%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IV-8 EU 27개국의 인터넷 보급 현황(2007년 6월 현재)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EU 전체

인터넷 사용자 수(명)
4,650,000
5,100,000
3,762,500
3,286,000
32,925,953
50,426,117
3,800,000
2,060,000
31,481,928
315,000
12,060,000
7,782,760
19,765,033
6,890,000
37,600,000
2,200,000
326,000
5,100,000
690,000
3,050,000
1,030,000
1,221,700
127,200
11,400,000
4,940,000
2,500,000
1,090,000
255,580,191

보급률(%)
56.6
48.5
69.2
62.3
53.7
61.1
33.5
50.2
52.7
68.0
73.3
73.8
43.9
75.6
62.3
28.7
33.6
50.0
51.8
30.4
45.2
35.9
33.0
29.9
23.4
46.5
55.5
51.8

2000~07년 증가율(%)
121.4
155.0
92.9
70.5
287.4
110.1
280.0
162.8
138.5
215.0
209.2
211.3
266.8
70.2
144.2
411.6
171.7
410.0
88.2
326.6
586.7
443.0
218.0
307.1
517.5
284.6
263.3
170.8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8), “Europe - Broadband Market Overview and Statistics.",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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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1 헝가리의 연령별 인터넷 사용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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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NC-NRC(2008), p. 2.

2007년 말 현재 304만 4천 명의 인터넷망 가입자 가운데
38.1%인 115만 9천 명이 브로드밴드 서비스망에 가입하여 헝가
리의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13.5%를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64.3%가 xDSL을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였고, 케이블 TV를 통
한 접속도 35.7%에 달했다. 인터넷망 가입자 가운데 나머지
61.9%는 최근 모뎀전화 연결과 ISDN을 통한 접속이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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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이 저렴한 모뎀전화 연결을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무선통신을 통한 접속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헝가리의 인터넷 사용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연령별로도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상반기 기준으
로 헝가리 남성의 인터넷 사용비율은 46%로 여성의 37%보다

그림 IV-12 헝가리의 지역별 인터넷 사용비율(2007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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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NC-NRC(200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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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만 미만
의 소도시

농촌

국가 평균

높게 나타났다. 15～24세 연령의 72%와 25～34세 연령의 52%
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50세 이상은 14%만이 인터넷
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수도인 부다페스트
시민의 59%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5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의 인터넷 사용비율은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56%를 기록하
였다. 이에 반해 5만 미만의 소도시와 농촌의 인터넷 사용비율
은 각각 35%와 29%에 머물러 대도시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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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산업 전망

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헝가리 경제는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적자의 축소를
위한 초긴축정책에 의해 2007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2008년에도 1%대 저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와 같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BMI(2008c)에 따르면
헝가리 IT시장은 2008～12년 동안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7～8%의 성장을 거듭, 2007년 약 29억 달러였던 시장규모가
2012년에는 42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헝가리는 아직 IT 수준이 EU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이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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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기존 EU와 시장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IT부문에 대한 수
요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와 같은 전망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림 IV-13 헝가리 IT시장의 성장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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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MI(2008c)로부터 필자 작성.

아직 PC 보급률이 EU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헝가
리의 하드웨어 시장은 PC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이 이루
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노트북이 PC시장의 활성화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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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약 13억 달러 규모였던 하드웨어
시장은 2012년에는 17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10억 달러에 이르지 못했던 PC시장 규모는 13억 달러까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PC시장의 활성화는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인하와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서비스 개시에
따른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 증대 등이 상당 부분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V-14 헝가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장 전망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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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MI(2008c)로부터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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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소프트웨어

2011

2012

소프트웨어 시장은 하드웨어 시장에 비해 보다 빠른 성장이 기
대된다. BMI(2008c)에 따르면, 2007년 약 6억 달러에 그쳤던 소
프트웨어 부문의 시장규모는 연평균 10%대의 성장을 거듭하여
2012년에는 1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헝가리에
서는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불리
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수
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물론 헝가리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개관리 시스템인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비롯한 비즈니스 관련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필요
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헝가리 10대 은행이 인터넷
뱅킹을 비롯한 영업 전반에 걸쳐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이러한 추세는 여타 금융기관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나. 서비스

헝가리 이동통신은 2007년에 이미 보급률이 100%를 초과하여
시장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무선통신 서비스에 의해 유선통신 서비스가 대체되는 유
무선 대체가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선불 고객
의 후불로의 이전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동 TV, 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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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보다 선진적인 서비스가 계속해서 개발, 도입되고 있다. 따라
서 당분간 이동통신시장은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성
장세는 3G 시장을 중심으로 중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다. BMI(2008f)에 따르면, 2008년 헝가리 이동통신시장은 최소한
전년대비 5%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며, 2012년까지 연평균 3%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여 인구 100명당 보급률은 2007년 105%
에서 2012년 118%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53만 명을
초과했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2년 1,178만 명에 달할 것으
로 전망되며, 특히 29만 5천 명에 불과했던 3G 전화가입자 수는
577만 5천 명에 달해 3G 시장이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50%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무선 대체가 계속되고 인터넷 전화(VoIP)의 서비스 확대로
유선통신시장의 침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MI(2008f)에 따르면, 헝가리 유선통신시장의 축소 폭은 점차 완
화되어 2012년까지 연평균 1.1%의 시장축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7년 32.4%였던 유선통신 보급률은 31%
미만으로 하락하여 325만 명을 초과하였던 유선통신 가입자 수
는 2012년 306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장축소에
따른 손실분을 헝가리 유선통신업자들은 ADSL 및 IP(information
provider) 관련 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해 상쇄할 계획이다.

132｜ 헝가리의 주요 산업

표 IV-9 헝가리 이동통신 관련 지표 현황 및 전망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이동통신가입자
(천 명)

8,412 9,161 9,718 10,534 11,061 11,289 11,575 11,680 11,780

이동통신 보급률
(가입자 수/100명)
이동통신가입자/
유선가입자 100명

88.3

96.5 105.0 110.4 113.0 116.0 117.0

118.0

283.3 265.0 290.1 324.0 341.9 354.4 369.2 378.2

385.0

3G 가입자
(천 명)
3G 시장점유율
(전체 이동통신시장
대비 %)

90.7

0

4

96

295

506 1,035 2,090 3,875

0.0

0.0

1.0

2.8

4.6

9.2

18.1

5,775

33.2

49.0

주: 2008년은 추정치, 2009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BMI(2008f).
그림 IV-15 헝가리 유선전화 가입자 수 및 보급률 현황 및 전망
(단위: 천 명, 인구 100명당 회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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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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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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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31.1

2,900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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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 수/100명

3,600

30.9 31.0

2,8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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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수

2009

2010

2011

2012

보급률

주: 2008년은 추정치, 2009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BMI(2008f)로부터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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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U 국가들에 비해 인터넷 보급률과 브로드밴드 보급률
이 상대적으로 낮은 헝가리는 향후 IT서비스 부문의 시장 확대
가 그 어느 부문보다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케이블
TV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은 향후 성장이 더딜 것으로 보이지만,
브로드밴드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7년
말 30%에 불과했던 인터넷 보급률은 2012년 42%를 초과할 것
으로 예상된다. 2007년 116만 명에 불과했던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2012년까지 연평균 25% 증가하여 280만 명을 초과할 것으
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12%에서 28%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헝가리 관련 당국의 서비스 공급
가격 인하 및 시장경쟁심화 유도를 위한 정책으로 IT서비스 시
장의 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10 헝가리 인터넷 관련 지표 현황 및 전망

구분
인터넷 사용자(천 명)
인터넷 보급률
(인터넷 사용자/100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623 2,832 2,886 3,044 3,311 3,576 3,804 4,004 4,165
25.9

28.1

28.7

브로드밴드 가입자(천 명)

411

652

977 1,159 1,570 1,890 2,190 2,500 2,800

브로드밴드 보급률(브로드
밴드 가입자/100명)

4.1

6.5

9.7

주: 2008년은 추정치, 2009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BMI(20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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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산업의 구조

헝가리의 금융기관은 발권은행인 중앙은행을 비롯하여 상업
은행, 특수금융기관, 저축 조합 및 보험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2007년 기준으로 헝가리 금융감독 위원회의 감독하에 총 32
개의 은행, 8개의 특수은행, 168개의 조합, 5개의 신협, 29개의
보험회사가 존재한다. 또한 238개의 여신업체와 4개의 투자회사
가 있으며, 투자위탁회사 5개, 투자대행사 10개, 펀드운용사 28
개, 선물거래 에이전시 14개, 위험상품 에이전시 2개 등이 영업
중이다.
일반적으로 헝가리의 금융기관은 예금, 보험, 증권업무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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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겸업이 가능하며 금융기관 그룹의 모기업을 중심으로 자회사
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중앙은행, 특수은행, 투자은행 등은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 외에 보험업, 증권업 등을 겸할 수 없다.
1924년 설립된 헝가리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Hungary)은
1987년의 은행법 개정으로 중앙은행 고유 업무만 전담하게 되
었으며,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법적으로 행정부로부터 완전 독
립되어 있다. 고유 업무로는 화폐의 발행, 통화신용정책의 대정
부 건의 및 집행, 국가차원의 지급 및 회계제도의 관리, 금과 외
환의 집중 및 관리, 대외신용정책 및 환율정책의 제안, 환율의
결정 및 발표, 외국환은행의 인가, 국제금융기관과의 협력 창구,
금융기관 등에 대한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상업은행의 취급업무는 주로 개인계정 보유·관리, 지급업무,
대출, 예금수취, 어음할인, 리스, 채무인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거래 등의 전통적인 은행 업무이며, 이밖에 컨설팅, 부동산 매매
및 거래알선 등도 취급한다. 최소자본금 규모는 20억 포린트이
며, 주식회사 형태이어야 한다. 은행법 개정 이후 상업은행 수는
외국합작은행을 포함하여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 중 Hungarian
Credit Bank, Commercial & Credit Bank, Budapest Bank, Hungarian
Foreign Trade Bank, National Saving Bank 및 Posta Bank 등이 헝
가리의 6대 상업은행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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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에 비해 한정된 업무를 취급하는 저축은행과 투자은
행 역시 주식회사의 형태이어야 하며, 자본금 규모가 5억 포린
트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외국자본 참여비율이 10% 이상일 경
우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투자은행은 상업은행과 업무
영역은 동일하나 1년 미만의 단기 여수신 업무는 취급할 수 없
다. 투자은행은 외국은행의 영업활동이 수익을 목표로 한 단기
투자금 운용에 치중함에 따라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채택된
형태로 ABN Amro, CAIB Securities, ING Bearing, Rabo Bank 등
14개 투자은행이 영업 중이다. 저축은행은 상업은행의 기본 업
무와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주로 개인의 예금 수취 및
대출 업무만을 취급하였으나 1989년 1월부터 기업관련 업무까
지 업무영역을 확대하였다.
일반 상업은행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특수금융기관은 기업계
좌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으나 자금대출, 예금수취, 어음할인, 리
스, 유가증권의 발행 및 매매 등 일반적인 은행 업무는 취급할 수
있다. 최소자본금은 5억 포린트이고, 기타 설립요건은 상업은행에
준한다. 1994년 설립된 수출입은행(Eximbank)을 비롯하여 7개 특
수은행이 영업 중이며, 외국계은행으로는 Nomura Investment
14) 이 가운데 가장 큰 은행은 National Saving Bank로 총 자산이 나머지 5개 대형은
행들의 합에 육박하는 1,800억 포린트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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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가 있다.
1949년 State Insurance Company가 설립된 후 1986년 제2의 보
험회사인 Hungarian Insurance Company가 설립됨으로써 독점체
제가 붕괴되었으며, 현재는 Atlasz Travel Insurance Company 등
총 29개에 달하는 보험회사가 영업 중이다. 국제보험업무는
Hungarian Insurance Company와 AB Generali가 담당하고 여행자
보험업무는 Atlasz Travel Insurance Company가 취급하는 등 업무
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다.
수출신용보험기관으로 수출입은행(Eximbank)과 수출신용보
험공사(MEHIB)가 전액 정부출자로 1994년에 설립되었는데,
이들 기관은 1991년에 중앙은행이 설립하였던 수출보증보험
회사(Export Garancia)를 분리, 개편한 것이다. EximBank는 헝
가리 상품 및 용역의 수출입과 관련한 자금대출 및 은행보증,
외환어음 수표와 외환거래(선물, 옵션, 스왑 거래 포함)의 위탁
대리인, 팩토링, 신용평가 업무를 취급한다. MEHIB는 정치적
위험 및 상업 위험에 대해 수출보험, 해외투자보험 등을 제공
한다. 이밖에 헝가리 대외무역은행, 주요 보험회사 및 상업은
행들도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에 수출신용 및 수출보험을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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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등 인근 국가 은행들의 진출이 활
발하며 영국이나 미국계 은행들의 진출은 미미한 편이다. 2005
년 말 현재 은행 총자산 중 오스트리아 은행의 비중이 17%로
가장 높고, 이탈리아 은행(16%), 독일 은행(12%) 순이다. 영국계
은행은 없으며 미국계 은행의 자산비중은 6%에 불과하다. 한편
한국계 은행은 산업은행과 한화증권이 각 1개의 현지법인 은행
을 설립 운영 중이다.
외국계은행의 지점 및 현지법인, 사무소의 설치, 지분투자에
대한 인가는 금융감독원(PZSAF)이 기본적으로 담당한다. 금융거
래서비스, 전자화폐 및 화폐대체수단의 발행과 이와 관련된 서
비스, 금전전송서비스 등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앙은행의 승인
도 받아야 한다. 또한 청산 및 금전처리 등과 관련해서는 중앙
은행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계금융기관이 지점이나 사무소 형태로 금융 업무를 취급
할 경우에는 지점형태로 영업토록 되어 있으며, 현지법인과 지
점의 동시 설치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지분투자 및
M&A와 관련하여 외국계 금융기관의 현지은행 지분보유한도는
없으나 지분 15% 이상 취득시 승인이 필요하며, 지분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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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에 대해 외국계은행과 현지은행 간에 차별은 없다. 은행은
은행에 의하여만 합병이 가능하며, 지점형태로 영업 중인 금융
기관은 법인(legal person) 및 단체와 합병이 불가하다. 은행 합병
시 은행 영업허가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며, 합병시 합병계약
서, 감사인 승인 지분계획, 자산부채 계획(scheduling) 등을 제출
해야 한다. 15% 이상 지분참여(Qualifying participation)시 금감원
승인이 필요하고, 15%, 33%, 50%, 75% 단계별로 지분율 확대
시에도 승인이 필요하며, 이 때 정관, 등기부등본, 지배구조, 재
무상태, 추가출자계획, 의결권 제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가 이
루어진다.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QP)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에도 금감원 승인 사항이며, 지분참여 승인
여부는 90일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진다.
외국계은행 현지법인과 현지은행의 설립인가요건은 기본적으
로는 차이가 없으며, 현지법인은 영업형태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 별도규제가 없는 한 은행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현지은행은 예금의 수취, 자금의 이체 등에 관하여 여타 형태의
금융기관에 비하여 강도 높은 영업허가조건을 충족하여 한다. 금
융회사의 업무범위는 자본금규모 또는 은행형태별로 다르게 규
정하고 있는데, 은행법상 취급업무를 크게 금융서비스와 보완서
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취급업무의 범위에 따라 금융기관을 크게

142｜ 헝가리의 주요 산업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과 일반금융회사(Financial Enterprises)로
구분하며, 신용기관은 다시 은행, 특수신용기관(Specialized credit
institution), 협동신용기관(Cooperative credit institution)으로 세분화
한다.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이 은행인 경우 현지은행과 업무범
위가 같지만 일반금융회사인 경우 제한적 범위의 업무만 영위가
가능하다.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이 은행인 경우 현지은행과 업무범위
가 같지만 일반금융회사는 제한적 범위의 업무만 영위할 수 있
다. 또한 외국계은행의 지점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현지
은행에 비해 더욱 제한적이다. 외국계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의
당기순익 본국 송금에는 제한이 없으며, 영업상 외국계은행은
현지은행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다만, 현지규정
에 적합한 내부통제체제, 규정체제, 전산시스템 등의 유지에 많
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며, 현지의 복잡한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세, 지방세 등 세무관련 규정이 현지에서 은행영업을 어렵
게 하는 주요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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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 외국계 은행의 헝가리 진출 현황
(단위: 백만 포린트)

국가

은행명
Erste Bank

자산
1,441,236

영업 현황
헝가리 자산순위 5위, 지점수 160개의 대형은행으로서
소매금융에 강점
자산순위 6위 지점수 98개로서 중·동구 진출이 매우

Raiffeisen

1,268,234

오스
트리
아

독일

활발한 은행
중동유럽 국영은행 민영화과정에서 각국의 대형은행들
을 선점하여 강력한 네트워크 형성

Volksbank

222,680

자산순위 16위, 지점수 38개

Fundamenta

88,450

Porsche

62,745

자산순위 28위, 지점수 2개 소형은행

Sopron Bank

n/a

공시자료 없음, 오스트리아 지방은행

MKB

1,644,298

자산기준 3위, 지점수 58개

MTB

268,632

자산기준 14위 독일계 저축은행

Commerz

178,862

자산기준 18위, 지점 2개, 기업여신위주 영업

Deutsche

109,545

Allianz

n/a

West LB

n/a

CIB

1,472,486

자산순위 24위, 지점수 6개, 정부보조가 있는 주택매입
자금용 예금 및 대출을 취급하는 특수은행

자산기준 22위 현지법인이 아닌 지점으로서 기업여신
위주
보험사 계열은행으로서 신규설립
공시자료 없음
독일은행 지점으로서 공시자료 없음
자산기준 4위, 지점수 77개 소매금융 및 기업금융, 진
출 후 현지화 전략으로 대형은행으로 성장
지배주주는 독일계 HVB Group이나 이탈리아 Unicredito

이탈
리아

HVB

1,003,401

은행이 독일 HVB를 인수하여 이탈리아계로 분류
독일 HVB Group은 오스트리아 최대은행으로서 동유럽
총자산기준 3위인 Bank Austria Creditanstalt를 인수
하여 중동유럽에 진출

IEB

246,232

자산기준 15위 지점수 32개

HVB elzalog

106,756

자산기준 23위, Morgag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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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계속

국가
프랑
스

은행명

자산

영업 현황

BNP

158,706

자산기준 19위, 지점수 1개

Cetelem

70,637

자산기준 27위, 지점수 9개

Credigen

7,339

자산기준 32위 지점수 1개, ’05년 적자시현

Calyon

n/a

공시자료 없음

KDB

79,790

Hanwha

12,021

한국

Budapest
Bank

545,895

자산기준 26위 지점수 4개, 추가2개 지점 개설준비중
기업여신 및 소매금융, 전산인프라 완료
자산기준 31위, 중소기업여신 및 소매금융 한화그룹계
열
자산기준 10위, 지점수 65개 미국 GE Finance 현지법
인으로 기업여신 및 소매금융 취급
자산기준 12위 지점수 23개 전세계적 점포망을 앞세운

미국
Citi

469,657

당일 자금결제서비스(Cash Pooling)로 글로벌 기업 유
치.
삼성 등 한국계 글로벌기업들도 상당수 거래이전

벨기
에
네덜
란드
러시
아
스위
스

자산기준 2위, 지점수 158개 기업여신 및 소매금융 강

K&H

1,888,800

ING

382,268

자산기준 13위 지점수 1개

AEB

218,409

자산기준 17위, 지점수 6개

ELLA

51,412

자산기준 29위, Morgage Bank

IC Bank

20,425

자산기준 30위, 지점수 6개

점 대형은행

말레
이시
아
중국 Bank of China n/a

공시자료 없음

자료: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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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산업 관련 정책

가. 금융체제 개혁

1947년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출범하면서 은행의 국유화를 단
행한 헝가리는 상업은행 기능을 중앙은행에 집중시켰다. 그 결
과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으로서의 업무와 일부 투자업무까지 취
급함에 따라 1987년 금융개혁이 추진되기 전까지 헝가리는 여
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집중적인 단일은행체제
(Mono-Banking System)를 유지하였다. 개혁 이전 중앙은행 이외
의 은행으로는 국가개발은행, 대외무역은행, 국가저축조합 등이
있었으나, 모두 특정부문의 업무에 전문화하여 중앙은행을 대행
하는 역할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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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일은행체제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기능 저하, 저축의
욕 감퇴로 인한 일반 여·수신기능 저하, 자금중개기능 저하 등
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계획경제에서 금융은 경제계획을 수
행하기 위한 행정지원수단으로 간주될 뿐이었으며, 금융체제 또
한 중앙은행이 금융배분, 대기업 금융거래, 외환업무 등을 총괄
하는 형태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통화수급에 있어
기업과 가계부문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 이자율이 자금의 수
급과 상관없이 행정적으로 결정되어 가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신용배분도 기업실적이
나 위험도 등의 기업평가기준이 아닌 단순히 중앙은행의 행정배
분에 따라 이루어져 금융시장이 자금배분과 금융중개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금융체제하에서 헝가리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제개혁에 앞서 금융개혁이 불가피하였
다. 즉, 금융부문에서 부적절한 관리 및 통제, 화폐시장과 증권
시장 부재, 은행의 과도한 부실채권, 금융기관간 경쟁부족 등 시
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선결과제들
을 안고 있었다. 당시 헝가리의 금융제도는 실제로 독점적인 구
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적으로 소수의 국영은행에 의하여 금
융업무가 이루어졌다. 은행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은 거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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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따라서 금융기관간 경쟁 또한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헝가리는 1989년 전반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하기 전인 1987년
부터 금융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헝가리는 체제전환 초기 새로운 중앙은행법과 은행법의 제‧개정
을 통해 이원적 은행제도의 도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효율적인 은행시스템을 구축해 나가
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이 수반되어야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중앙은행법 및 은행법을 개정하거
나 이들 법률 혹은 금융개혁법 등 관련 법률을 새로 제정하였다.
헝가리가 체제전환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한 작업은 중앙은행이
모든 금융거래를 수행하던 기존의 단일은행제도를 이원적 은행
제도(two-tier banking system)15)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원적 은
행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을 분
리함과 동시에 중앙은행에 적절한 기능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
하였다. 이에 따라 헝가리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목표로 통화신용정책, 외환정책, 은행감독정책 등을 독
자적으로 수립 ‧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수단을 보유하는 등 대
체로 독립성을 확보하였다.16) 또한 중앙은행은 정부의 재정정책
15) 이원적 은행제도란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하여 중앙은행과 상업
은행이 각각 고유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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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자문이나 조언을 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헝가리는 이원적 은행제도를 전반적인 경제개혁 추진 이전인
1987년에 도입하였다. 이처럼 금융개혁을 전반적인 경제개혁에
앞서 착수한 결과, 헝가리는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일련의 작업들을 대체로 1997
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즉, 근대적 금융제도가 민영화 등의
여타 경제개혁에 앞서 구축되었던 것이다.
헝가리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경쟁적인 금융시장을 창출해 내는 것이었다. 시장에 의
해 금리와 대출, 저축 등이 결정되는 금융체제의 재편은 국내저
축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헝가리는 이
원적 은행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원리를 도
입하기 위해 은행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내외 은행의
신규진입을 자유롭게 하였다. 이러한 설립절차의 간소화는 국유
은행의 민영화와 더불어 이들 국가에서 체제전환 초기 많은 민
간은행들이 신설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6) 중‧동구 주요국들은 체제전환 초기 이원적 은행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새로
설립된 중앙은행에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의 독립성을 부여하였다. 이는 이들
국가가 대개 서구의 중앙은행법, 특히 독일 중앙은행인 Bundesbank의 법을 원
용하여 자국의 중앙은행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각국은 중앙은행
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발효시켰는바, 1996년 12월 헝
가리가 중앙은행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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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는 이렇듯 체제전환 이후 상당기간 은행 등 금융부문의
관련법률 및 규정 제정(enactment)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체제전환 이후 만들어진 법률의 적용이나 해석상
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과 같이 기존 법률을 보다 세련되게 다
듬고 손질하는 데 더욱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나. 건정성 규제, 은행 감독체계 강화 및 은행 민영화

헝가리는 EU 가입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그리고 아시아
및 러시아 금융위기 이후 여신의 질(quality)이 경제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간 느슨했던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또
한 헝가리는 G-10의 규범과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은행부
문의 부실채권을 4단계로 구분하고, 각 건전성 분류여신에 대해
최소한의 충당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다.17)
헝가리는 1997년 1월 겸업은행 체제로의 전환과 통합감독기
관의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신은행법을 발효시켰다.18) 이 법에
17)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신의 부실화정도를 정확히 파악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손충당금이 적립되
어야 한다.
18) 신은행법의 발효로 1998년 1월부터 외국은행의 자회사를 비롯한 지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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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을 모두 감독하는 하나의 금융
감독기관을 설립,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였다. 게다가 헝가리
는 체제전환국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헝가리의 파산법은 1992년에 제정되었으나, 너무 엄격해 오
히려 기업부도를 촉진시킨다는 비난에 따라 다소 완화하는 방향
으로 동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19)
아시아 및 러시아 금융위기 이후 헝가리는 은행부문 감독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일례로 감독당국은 은행들로 하여금 보유자
산에 대해 국가위험도에 따른 충당금을 설정토록 하였다. 이는
러시아 금융위기를 전후로 은행부문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외
화자산은 물론 유가증권의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현재 헝가리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은 중앙은행과 금융감
독원(State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으로 이원화되어 있
다. 중앙은행은 주로 은행의 경영을 감독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서는 정부와 독립되어 있으나,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한편 2000

가 허용되었고 1999년에는 은행부문도 중개 및 투자은행 업무를 취급할 수 있
게 되었다.
19) 헝가리의 경우 1992년의 파산법 발효로 기업부도시 지체 없이 소송을 통해 부
도기업을 처분하거나 파산시킬 수 있는 automatic trigger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동 법 시행 이후 부도기업 수가 급증, 오히려 기업부도를 촉진시킨다는 비난이
일자, 헝가리 정부는 경제에의 충격을 가라앉히기 위해 1993년 중반 동 제도를
폐지하였다{이철원(20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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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월에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금융관련법 제정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있다. EU 가입을 추진하면서 각종 금융 관련
규정을 EU의 기준에 맞도록 개편하였고, 2001년에는 돈세탁 방
지를 위해 거액의 익명계좌 개설을 금지하였으며, 외환거래 규
제를 대부분 폐지하여 단기자본의 이동 및 통화 파생상품 거래
를 자유화하였다.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구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내
자본이 부족한 상황이고 구체제시절 이래 국가가 은행지분을 보
유하고 있었는바, 이 지역에서의 소유권 이전 문제는 주로 외국
인에 의한 지분인수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체제전환 당
시 중‧동구 국가들처럼 금융시장의 변동성(volatility)이 크고 은행
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국내에서 문제은
행을 인수할 만한 대규모 우량은행을 물색하기가 어려웠다. 따
라서 헝가리 정부는 문제은행의 인수자로 외국인을 최선의 투자
자로 고려하였다.
또한 구체제 시절부터 지속되고 있는 정부와 국유은행, 그리
고 국유기업간의 연결고리에서 기인한 연고여신(connected loan)
이 금융개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자본
의 유치가 은행개혁의 지름길이 되었다. 즉, 외국은행은 연고여
신을 취급할 가능성이 적고 경쟁의 심화와 새로운 금융기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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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전수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점도 있
다. 이와 함께 헝가리는 시장규모가 협소해 자국의 은행시스템
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헝가리가 OECD와 EU 등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로 헝가리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자유로운 진입허용 등
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은행부문의 정부보유 지분 매각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더 이상 7대 은행의 대주주가 아니
다. 7대 은행의 민영화는 대부분 외국금융기관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 등이 7대 은행 중 5개 은행의 전략적 다수지분(대
주주)을 보유하고 있다. 7대 은행 중 나머지 2개 은행은 헝가리
최대은행인 국가저축은행(OTP: National Saving Bank)과 가장 부
실한 Postabank인데, OTP는 정부가 최소한의 비토지분만을 보유
하고 공모방식(public offerings)을 통해 전격 민영화되었다.
1979년 헝가리에 최초의 외국은행이 설립된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함께 헝가리에서 영
업을 하고 있는 외국은행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헝가리에
외국은행의 진출이 본격화된 것은 헝가리 정부의 은행 민영화가
추진되면서부터였다. 헝가리의 은행들은 대부분 1990년대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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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민영화가 완료되었는데, 1995～2000년 동안 총 10개의 은
행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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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산업 세부부문별 동향

가. 은행산업

헝가리 은행산업은 2006년 말 현재 5개의 특수신용기관
(specialised credit institutions)을 포함하여 총 37개 은행으로 구성
되어 있다. 7개의 대형은행과 9개의 중견은행, 그리고 16개의 소
규모 은행들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이 가운데 외국계
은행이 30개에 달해 헝가리 은행시장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은행의 총자산은 20조 7,630억 포린트(약 987
억 달러)이며, 세후 당기순이익은 3,568억 포린트(약 17억 달러)
에 달한다. 총자산의 약 70%를 외국계은행이 차지하고 있으며,
총자산은 2006년에는 전년대비 18.2%, 2007년 9월에는 전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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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2 규모별 헝가리 은행산업 구조

대형은행

소규모 은행
1.
2.
3.
4.

1. OTP Bank (Orszagos
Takarekpenztar es Kereskedelmi
Bank)
2. MKB (Magyar Kulkereskedelmi
5.
Bank Rt..)
6.
3. KHB (Kereskedelmi es Hitelbank
7.
Reszvenytarsasag)
8.
4. CIB Kozep-europai Nemzetkozi
9.
Bank Rt.
10.
5. RAIFFEISEN BANK
Reszvenytarsasag
11.
6. UniCredit Bank Hungary Zrt.
12.
7. ERSTE Bank Hungary Rt

중견은행

13.
14.

BNP Paribas Hungaria Bank Rt
WestLB Hungaria Bank Rt.
DEUTSCHEBank Reszvenytarsasag
Merkantil Bank Rt az OTP
bankcsoport tagja
KDB Bank (Magyarorszag) Rt
MAGYAR CETELEM BANK RT
Porsche Bank Hungaria Rt.
Hanwha Bank Magyarorszag Rt
IC Bank Reszvenytarsasag
Bank of China (Hungaria)
Hitelintezet Rt.
Credigen Bank Reszvenytarsasag
EB und HYPO BANK
BURGENLAND-SOPRON
Reszvenytarsasag
ELLA ElsoLakashitel Kereskedelmi
Bank Rt.
Bank Plus Bank Zartkoren Mkodo
Rt.
Allianz Bank Zartkoruen Mukodo
Rt.
FHB Kereskedelmi Bank
ZartkorenMukodoRt.

15.
1. Budapest Hitel- es Fejlesztesi
Bank Rt.
16.
2. Citibank Rt 3.ING Bank
Rt4.Altalanos Ertekforgalmi Bank
Rt.
특수신용기관
5. Inter-Europa Bank Rt.
1. OTP Jelzalogbank
6. Magyar Takarekszovetkezeti
Reszvenytarsasag
Bank Rt.
2. FHB Foldhitel-es Jelzalogbank Rt
7. COMMERZBANK (Budapest) Rt
3. Fundamenta-Lakaskassza
8. Magyarorszagi Volksbank Rt
Lakas-takarekpenztar
9. Calyon Bank Magyarorszag Rt.
4. HVB Jelzalogbank
Reszvenytarsasag
5. OTP Lakastakarekpenztar Rt.
자료: IntelliNews(2007.11), Hungarian“Banking Sector Report,”p. 14.

156｜ 헝가리의 주요 산업

기대비 13.7% 각각 증가하였다. 또한 세후 당기순이익은 2006년
에는 전년대비 13.5% 증가하였으며, 2007년 상반기에는 전년동
기대비 10.7% 증가하였다.

표 V-3 헝가리 은행산업 이윤의 주요 항목
(단위: 십억 포린트)

구분

이자소득
이자지출

전년동기
전년대비
2006년 2007년 대비
2005년 2006년 증가율
상반기 상반기 증가율
(%)
(%)
1,387.9 1,514.9

9.2

683.9

898.0

31.3

765.1

817.1

6.8

342.4

545.8

59.4

1. 순 이자소득

622.8

697.8

12.0

341.5

352.1

3.1

2. 비 이자소득

225.8

223.9

-0.8

113.3

155.4

37.2

207.2

229.9

11.0

114.2

120.8

5.8

- 배당소득

22.2

28.1

26.7

19.2

29.9

55.2

- 외환거래로부터의 이윤

45.9

46.6

1.7

10.5

6.2

-40.8

- 기타 비이자형태 이윤

-49.4

-80.7

63.5

-30.6

-1.4

-95.4

- 기타 예비항목

-77.5 -150.1

93.6

-61.1

-49.2

-19.4

469.0

12.1

242.4

279.0

15.1

29.7 22.5 배

1.7

6.7

3.9 배

- 커미션, 수수료

3. 제경비
4. 특별 이윤/손실

1.3

525.5

세전 당기순이익

380.9

425.9

11.8

214.0

235.3

9.9

세후 당기순이익

314.2

356.8

13.5

182.8

202.4

10.7

자료: IntelliNews(2007.11),“Hungarian Banking Sector Report,”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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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말 현재 헝가리 7대 대형은행의 총자산은 15조 230억
포린트(약 714억 달러)로 전체 은행자산의 72%를 점하고 있다.
7대 은행들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67%에서 크
게 증가한 것으로 대형은행의 집중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헝가리 최대 은행은 OTB Bank로 전체 은행자산의
21.6%를 점하고 있어 2대 은행과도 상당한 규모의 차이를 보이
고 있다.
헝가리 은행시장은 종합금융체제 구축에 의한 시장 확보가 유
효하며, 신규은행 설립을 통한 진출은 기존 대형은행들이 대규
모 지점망과 자본력으로 수익성이 높은 소비자 금융부문을 선점
하고 있어 시장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지은행을 인수하지
않고 은행을 신규로 설립, 진출하여 전통적 기업금융에 주력한
대형 독일계 은행들은 헝가리 시장에서 위상 확보에 대체로 실
패하였다. 기업금융을 기반으로 소비자금융과 외환 및 자금관리
기능을 고도화하여 종합금융체제를 구축한 오스트리아와 네덜
란드계 은행들이 대체로 급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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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4 헝가리 은행산업 자산의 주요 구성
(단위: 십억 포린트, 기말기준)

구분

전년
전년
전년
전년
2006. 대비
대비
대비
대비
2007.3
2007.6
2007.9
12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
(%)
(%)
(%)

현금 및
결제 계정

689

-1.1

752

31.5

982

61.5

779

11.9

증권 총계

2485

13.5

3579

55.3

3438

37.4

3740

39.9

- 거래 증권

930

48.0

1953

2.3
times

1685

53.6

1986

74.3

- 투자 증권

1555

-0.4

1.626

10.7

1753

24.7

1754

14.4

중앙은행/
은행간 예금

2,379

9.2

1,391 -42.9

1,330 -43.6

- 중앙은행
예금

1,205

-6.6

48 -96.8

184 -86.3

- 은행간
예금

1,174

32.1

1,343

41.5

1,146

1,146 -45.3
76

N/A

1,070

N/A

9.6 15,274

14.2

12.9

대출
13,462
(순 포트폴리오)

18.4 13,615

- 기업대출

5,716

11.4

5,677

7.1

5,815

3.8

6,093

2.8

- 개인대출

4,243

27.8

4,388

24.8

4,632

18.9

5,006

19.9

지분 참여

488

71.1

500

64.5

518

53.6

529

54.2

이자 선지급

214

-4.2

242

46.8

245

62.2

252

24.6

기타 선지급

506

97.9

618

15.6

687

23.5

743

47.7

자체 자산

540

50.3

521

39.3

523

39.8

560

52.2

10.5 23,022

13.7

총자산

20,763

18.2 21,217

13.7 14,258

13.7 21,981

자료: IntelliNews(2007.11),“Hungarian Banking Sector Report,”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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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5 헝가리 은행산업 부채의 주요 구성
(단위: 십억 포린트, 기말기준)

구분

예금

2006.
12

전년
전년
전년대비
전년대비
대비
대비
2007.3
2007.6 증가율 2007.9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
(%)
(%)
(%)

10,050

13.0

9,965

5.8 10,068

5.1 10,240

6.8

- 기업예금

3,326

23.8

3,190

6.3

3,140

0.0

3,235

2.3

- 개인예금

4,864

4.2

4,902

2.6

4,936

0.1

4,968

7.5

은행간
대출

2,685

27.1

2,772

27.6

3,105

16.4

3,608

25.1

인수 대출

2,417

13.2

2,488

10.6

2,654

5.4

2,867

19.8

채권

2,030

15.0

2,192

20.6

2,240

19.2

2,306

8.2

지불 이자

201

8.2

239

75.3

271

95.2

267

53.7

기타
지불금

944

50.4

937

7.3

950

-5.6

930

15.3

후순위
채권

541

100.1

572

104.9

567

74.5

584

49.0

기타 항목

180

30.2

176

26.0

178

20.9

182

24.8

자체 자본

1,715

19.7

1,876

19.4

1,948

19.3

2,037

17.3

총부채

20,763

10.5 23,022

13.7

18.2 21,217

13.7 21,981

자료: IntelliNews(2007.11),“Hungarian Banking Sector Report,”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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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6 헝가리 7대 은행 자산 및 점유율

7대 은행

자산
(2005년
기말, 십억
포린트)

점유율
(%)

자산
(2006년
기말, 십억
포린트)

점유율
(%)

1. OTB Bank

3,597

19.4

4,507

21.6

2. K&H Bank

1,888

10.2

2,099

10.1

3. CIB Bank

1,473

8.0

1,874

9.0

4. MKB Bank

1,644

8.9

1,843

8.8

5. ERSTE Bank

1,444

7.8

1,780

8.5

6. Raiffeisen Bank

1,269

6.9

1,585

7.6

7. Unicredit Bank

1,003

5.4

1,335

6.4

7대 은행 합계

12,318

66.6

15,023

72.0

합계
(32개 은행+5개 신용기관)

18,507

100

20,879

100

자료: IntelliNews(2007.11),“Hungarian Banking Sector Report,”p. 14.

우량 대기업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금융 시장은 과당
경쟁으로 인해 역마진 상황에 가까워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이 확
보되는 분야는 소비자금융, 자산운용, SOC 등 Project Financing
부문 등이다. 현지 글로벌 기업과의 금융거래는 당일 자금결제체
제(Cash Pooling)와 전세계적인 점포망을 보유한 Citibank 등 미국
계 대형은행이 우월한 시장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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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Banking을 채택하고 있는 헝가리의 예금성향은 단기
예금을 선호하는 편이며, 소매금융이 잘 발달되어 있다. 1999년
이후 EU 기준에 부합하는 Universal Banking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단기 예금상품에 가입하여 Roll-Over하는 성향이 강
하다. 소매금융이 발달하여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시 대부분 주
택담보 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금융을 이용하며, 주택구입자금만
을 취급하는 특수은행도 있다.

나. 보험산업

헝가리 보험시장 규모는 2007년 총보험료수입 기준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한 8,690억 2,800만 포린트(약 45억 2,100만 달러)
정도이다. 이 중 손해보험(non-life insurance)20) 부문의 총보험료
수입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4,467억 6,600만 포린트(약 23억
2,400만 달러)이며, 생명보험(life insurance) 부문의 총보험료수입
은 전년대비 4% 증가한 4,222억 6,100만 포린트(약 21억 9,700

20) 우리나라 상법은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
(被保險者)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생명이나 신체
에 관한 인보험(人保險)과 재산에 관한 보험인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
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傷害保險)을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non-life insurance)을 손해보험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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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달러)이다. 손해 보험료의 증가추세는 꾸준한 가운데 최근 대
규모 재정적자 삭감을 위한 초긴축으로 경제성장이 급격하게 둔
화됨에 따라 생명 보험료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표 V-7 헝가리 보험시장 개관

백만
포린트

백만
달러

2007년 보험료 수입

446,766

2,324

1,743

2007~12년 예상 보험료 수입 증가분

379,260

1,789

1,465

13

12

13

손해보험

2007~12년 연평균 보험료 수입 증가율(%)
보험 보급률(GDP 대비 보험료 비중, %)
신규 진입에 대한 시장 개방도(10점 만점)

백만
유로

1.8
10.0
백만
포린트

백만
달러

2007년 보험료 수입

422,261

2,197

1,648

2007~12년 예상 보험료 수입 증가분

279,133

1,296

1,077

11

10

11

생명보험

2007~12년 연평균 보험료 수입 증가율(%)
보험 보급률(GDP 대비 보험료 비중, %)

1.7

신규 진입에 대한 시장 개방도(10점 만점)

10.0

백만
유로

자료: BMI(2008d).

헝가리 보험시장은 외국 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전혀 없으
며, 지정학적 이점과 선진화된 보험업 관련 제도의 체계화로 일
찍부터 선진국 보험업계는 헝가리를 거점으로 중부유럽 시장 진
출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헝가리는 인근 중·동구 국가들 중
에서도 금융개혁을 가장 먼저 심도 깊게 추진하여 금융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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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다.
시장규모가 작다는 점과 일찍부터 과감한 시장개방으로 경쟁
이 너무 치열하다는 점 등이 헝가리 보험시장의 주요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중부유럽 혹은 발칸 및 CIS 시장을 포함
한 유럽신흥시장 전체를 겨냥하여 헝가리 보험시장을 진출거점
으로 고려한다면, 헝가리 보험시장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유망성
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할 수 있다. 최근 헝가리 경제성장의
급격한 둔화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은 분명 단기적인 고려 사항
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견실한 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것
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21) 또한 GDP 대비 보험료 비중으로
나타내는 보험 보급률(penetration)과 1인당 보험료로 나타내는
보험 밀도(density)가 기존 EU 국가들은 물론 여타 CEE 국가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 헝가리 보험시장의 잠재력이 비교적 높은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BMI(2008d)는 헝가리의 손해보험 시장개방 정도를 10.0 만점
에 10.0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14개의 외국 업체가
헝가리 손해보험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21)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07년에 1.3%까지 축소되었던 경
제성장률은 2009년부터는 중장기적으로 4.5% 전후의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으로 전망된다{BMI(2008d), “Hungary Insurance Report Q1 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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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와 함께 인근의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손해보험 시장규모
가 서로 비슷하며, 시장규모에 비해 많은 외국 업체가 진출해
있는 점도 이들 3국의 공통점이다.
헝가리 손해보험 시장에 진출해 있는 외국 보험업체로는 AIG,
Allianz, Ceska Poist'ovna/Generali, Euler Hermes, Fortis, Gerling,
Grawe 등을 들 수 있다. 헝가리 손해보험 시장에서 보험료 기준
으로 최대 보험업체는 2004년부터 Allianz이며, 헝가리 시장의
1/3을 점유하고 있다. 최근 Allianz는 헝가리를 거점으로 슬로베
니아와 체코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헝가리 손해보험 시장에
서 헝가리 업체의 활동은 다소 미약하다. 헝가리 시장에서의 보
험료 수입 기준으로 3대 손해보험 업체가 모두 외국 업체들이
며, 헝가리 업체로는 OTP Garancia가 8%, Argosz가 4%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2007년 헝가리의 손해보험 보급률은 1.78%로 전년의 1.65%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인근의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비해 아직 낮은
편이다. 보험 밀도도 232달러로 전년의 184달러에 비해 크게 증
가하였으나, 여타 CEE 국가들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이다. 헝
가리 손해보험 가운데 자동차 보험이 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재산/화재 보험이 29%를 점하고 있다.

Ⅴ. 금융산업 ｜165

표 V-8 헝가리와 인근 국가들과의 손해보험시장 비교(2007년)

국가

보험료 수입 보험료 수입
(백만 달러) (백만 유로)

불가리아

보험 보급률
(GDP
대비 %)

보험 밀도
(1인당
보험료,
달러 기준)

보험 밀도
(1인당
보험료,
유로 기준)

774.28

580.71

2.22

101.88

76.41

크로아티아

1,338.42

1,003.82

2.78

297.43

223.07

체코

3,720.12

2,790.09

2.35

364.72

273.54

323.30

242.47

1.60

241.27

180.95

그리스

3,962.90

2,972.17

1.16

355.10

266.32

헝가리

2,324.49

1.743.37

1.78

231.75

173.82

카자흐스탄

1,307.60

980.70

1.40

88.41

66.31

라트비아

525.40

394.05

2.00

231.45

173.59

리투아니아

485.87

364.40

1.35

144.17

108.13

폴란드

7,020.36

5,265.27

1.67

184.26

138.20

루마니아

2,616.92

1,962.69

1.68

121.72

91.29

러시아

28,136.03

21,102.02

2.32

197.45

148.08

680.59

510.44

1.72

63.31

47.48

슬로바키아

1,367.28

1,025.46

1.90

253.20

189.90

슬로베니아

1,718.11

1,288.59

4.05

854.78

641.09

터키

6,999.60

5,249.70

1.50

93.13

69.85

우크라이나

3,112.28

2,334.21

2.59

67.07

50.31

에스토니아

세르비아

자료: BMI(200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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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 헝가리 손해보험시장 구조(2006년)
(단위: %)

개인책임보험 기타
4.2%
4.3%
재산/화재보험
29.4%

해양/항공/수송보험
0.7% 상해/건강보험
4.1%

자동차보험
57.3%

주: 각 비율은 손해보험료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BMI(2008d)로부터 필자 작성.

헝가리 생명보험 시장 개방도도 손해보험 시장과 마찬가지로
10.0 만점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전혀 없다. 현재 헝
가리에서 활동 중인 외국의 생명보험 업체는 14개로 시장규모에
비해 다소 많은 업체들이 진출해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주요 외국 업체로는 ING Group, Aegon, Allianz, AIG, Aviva,
AXA, Munich RE/ERGO 등을 들 수 있다.
보험료 수입 기준으로 2005년 이후 헝가리 생명보험 시장의
최대 업체는 ING Group으로 헝가리 시장의 30%를 점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헝가리 국영은행 OTP의 보험부문 자회사인 O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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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ancia로 헝가리 생명보험 시장의 15%를 점하고 있다. 이밖에
Aegon과 Allianz와 같은 외국 업체들이 7 내지 10%의 시장점유
율을 확보하고 있고, K&H Elet을 비롯한 여타 헝가리 업체들은
매우 저조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표 V-9 헝가리와 인근 국가들과의 생명보험시장 비교(2007년)

국가

보험료
보험 보급률
보험료 수입
수입
(GDP
(백만 유로)
(백만 달러)
대비 %)

불가리아

137.23

크로아티아

보험 밀도
(1인당
보험료,
달러 기준)

보험 밀도
(1인당
보험료,
유로 기준)
13.54

102.92

0.39

18.06

528.64

396.48

1.10

117.48

88.11

2,125.85

1,594.39

1.34

208.42

156.31

170.38

127.79

0.84

127.15

95.36

그리스

3,307.27

2,480.45

0.96

296.35

222.26

헝가리

2,196.99

1,647.74

1.68

219.04

164.28

카자흐스탄

28.49

21.36

0.03

1.93

1.44

라트비아

48.15

36.11

0.18

21.21

15.91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296.56

222.42

0.82

88.00

66.00

7,894.33

5,920.75

1.88

207.20

155.40

572.56

429.42

0.37

26.63

19.97

1,219.15

914.36

0.10

8.56

6.42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76.14

57.10

0.19

7.08

5.31

슬로바키아

1,073.97

805.48

1.50

198.88

149.16

슬로베니아

630.17

472.63

1.49

313.52

235.14

터키

977.08

732.81

0.21

13.00

9.75

우크라이나

143.67

107.75

0.12

3.10

2.32

자료: BMI(200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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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다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긴축정책에 의해 단기적으
로 경제성장률 둔화 및 내수 침체가 진행되어 생명보험 보급률
은 2006년 1.73%에서 2007년 1.68%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보급
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강세 및 헝가리 포린트화 강세로
달러 기준 보험 밀도는 2006년 193달러에서 2007년 219달러로
증가하였다. 헝가리 생명보험 밀도는 유로화 기준으로도 2006년
154유로에서 2007년 164유로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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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산업 전망

가. 은행산업

BMI(2008b)에 의하면, 2008년 2/4분기 헝가리 시장의 상업은행비
즈니스환경등급(CBBER: Commercial Banking Business Environment
Rating)22)은 16개 중·동구(CEE) 국가들23) 가운데 65.1 점으로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시장규모에 상당한 가중치를
22) BMI(2000b)는 잠재력과 위험에 각각 70%와 30%의 가중치를 두고 잠재력 중에
는 은행시장과 국가구조에 각각 60%와 40%의 가중치를 둠과 동시에 위험에는
시장위험과 국가위험을 각각 40%와 60%의 가중치를 두어 100점 만점의
CBBER를 평가함.
23) BMI가 평가대상으로 설정한 16개 CEE 국가들에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
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10개 EU 신규회원국들과 EU 가입협상대상국인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터키 등
3개국,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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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BMI의 CBBER에서 헝가리가 작은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높
은 점수를 받은 데에는 헝가리 은행구조 및 국가에 대한 위험도가
매우 낮게 평가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밖에도
헝가리는 잘 정비된 은행 관련 법체계, 발달된 금융 인프라 등으
로 CBBER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1년 동안 헝가리 은행시스템의 총자
산과 대출 및 예금은 포린트 기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17%와
14% 및 9% 증가하였다. 예금 대비 대출비율은 131.1%였으며,
자산대비 대출비율과 GDP 대비 대출비율은 각각 54.4%와
64.2%를 기록하였다. 예금대비 대출비율은 BMI(2008b)가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59개 개도국 가운데 9위로 다소 높은
편이며, 자산대비 대출비율과 GDP 대비 대출비율은 각각 33위
와 29위로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 한편 2007년 1인당 소득이
13,938달러였던 헝가리의 1인당 예금은 6,827달러로 나타났다.

표 V-10 헝가리 은행산업 전망
(단위: 십억 달러)

구분
총자산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말 2010년 말 2011년 말 2012년 말
165.0

180.4

197.3

221.3

253.2

285.3

고객 대출

89.8

95.7

102.8

113.8

129.4

145.8

고객 예금

68.5

70.9

74.4

81.1

91.5

103.2

자료: BMI(20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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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2008b)에 따르면, 헝가리 은행시스템의 총자산은 포린트
기준으로 연평균 11% 증가하여 2007년 말 1,650억 달러에서
2012년 2,85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과 예금의
증가 속도는 총자산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2012년까
지 대출은 연평균 10%, 예금은 연평균 8%의 성장을 거듭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헝가리 은행시스템의 예금대비 대출
비율과 GDP 대비 대출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자산
대비 대출비율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보험산업
BMI(2008d)에 의하면, 2008년 초 헝가리 시장의 보험비즈니스
환경등급(IBER: Insurance Business Environment Rating)24)은 16개
CEE 국가들 가운데 63.4 점으로 5위를 기록하였다. 시장규모에
상당한 가중치를 두는 BMI의 IBER에서 헝가리가 작은 시장규모
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데에는 낮은 보급률을
고려한 향후 보험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높은 시장 개방도 등이

24) BMI(2008d)는 잠재력과 위험에 각각 70%와 30%의 가중치를 두고 잠재력 중에
는 보험시장과 국가구조에 각각 65%와 35%의 가중치를 둠과 동시에 위험에는
시장위험과 국가위험을 각각 40%와 60%의 가중치를 두어 100점 만점의 IBER
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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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밖에도 헝가리는 잘 정비된
보험 관련 법체계, 낮은 국가위험도, 발달된 금융 인프라 등으로
IBER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명목 GDP의 증가와 보급률 증가에 힘입어 헝가리 손해보험
시장은 2007~12년 동안 달러 기준으로 연평균 12% 성장하여
시장규모가 41억 1,4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1,307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헝가리의 명목 GDP는
2012년에는 1,71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1.78%였던
손해보험 보급률은 2.4%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손해보험 밀도도 같은 기간 동안 232달러에서 412달러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생명보험 시장은 인구감소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타
EU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생명보험 밀도가 향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BMI(2008d)에 따르면 2007~12년 헝가리
생명보험 시장은 달러기준으로 연평균 10% 성장하여 총보험료
수입이 34억 9,3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07년 219
달러였던 생명보험 밀도가 2012년에는 350달러에 이를 것이라
는 예상에 기초한 것이다.

Ⅴ. 금융산업 ｜173

표 V-11 헝가리 보험시장 성장요인 전망

구분
손해보험보급률
(GDP 대비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72

1.65

1.78

1.90

2.03

109.2

112.2

13.07

137.8

146.9

159.8 165.50 171.40

손해보험밀도
(1인당 미 달러)

187

184

232

262

298

344 377.38 412.19

손해보험밀도
(1인당 유로)

149

148

174

199

230

269 294.36 321.51

1.37

1.73

1.68

1.78

1.85

1.86

2.0

2.0

10.08

10.06

10.03

10.02

9.99

9.98

9.98

9.98

생명보험밀도
(1인당 미 달러)

148

193

219

245

271

298 323.81 350.00

생명보험밀도
(1인당 유로)

118

154

164

186

209

232 252.57 273.00

환율(USD/EUR)

0.8

0.8

0.75

0.76

0.77

환율(HUF/USD)

199.6

210.0

192.2

188.6

191.1

명목GDP
(십억 달러)

생명보험보급률
(GDP 대비 %)
인구(백만 명)

주: 2007년은 추정치, 2008~12년은 예측치.
자료: BMI(200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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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0.78

2.3

0.78

2.4

0.78

194.6 200.80 200.80

표 V-12 헝가리 보험시장 전망

구분

손해보험료
(백만
포린트)
변화율(%)
생명보험료
(백만
포린트)
변화율(%)
총보험료
(백만
포린트)
손해보험료
(백만 달러)

2007~
12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
389,760 446,766 494,518 569,058 669,021 756,269 826,027
3.76

14.63

10.69

15.07

17.57

13.04

9.22

407,415 422,261 463,435 518,175 578,004 648,907 701,394
36.81

3.64

9.75

11.81

11.55

12.27

8.09

10.68

797,175 869,028 957,953 1,087,232 1,247,025 1,405,176 1,527,421
1,856

2,324

2,622

2,978

3,438

3,766

4,114

변화율(%)

-1.37

25.24

12.80

13.57

15.45

9.55

9.22

생명보험료
(백만 달러)

1,940

2,197

2,457

2,712

2,970

3,232

3,493

변화율(%)

30.04

13.24

11.85

10.35

9.54

8.80

8.09

3,796

4,521

5,079

5,689

6,408

6,998

7,607

1,485

1,743

1,993

2,293

2,682

2,938

3,209

변화율(%)

-1.37

17.41

14.31

15.06

16.95

9.55

9.22

생명보험료
(백만 유로)

1,552

1,648

1,868

2,088

2,317

2,521

2,725

변화율(%)

30.4

6.16

13.34

11.80

10.96

8.80

8.09

총보험료
(백만 유로)

3,037

3,391

3,860

4,381

4,998

5,458

5,933

변화율(%)

12.52

11.67

13.83

13.48

14.10

9.20

8.70

총보험료
(백만 달러)
손해보험료
(백만 유로)

13.08

12.09

9.72

12.98

10.58

11.84

주: 2007년은 추정치, 2008~12년은 예측치
자료: BMI(2008d)

Ⅴ. 금융산업 ｜175

Ⅵ
제약산업

1/
2/

산업개황 및 입지
제약산업 관련 정책

3/
4/

세부 부문별 동향

제약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5/

성장 잠재력 및 전망

1
산업개황 및 입지

가. 산업개황 및 특성

헝가리의 제약산업은 유럽에서 오랜 역사와 더불어 기술과 비
즈니스 환경을 고루 갖춘 매우 잠재성 있는 산업으로 평가된다.
헝가리에는 이미 1867년에 의약품 전문 제조회사가 탄생했으며,
약품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경쟁력으로 현재까지도 유명 다국
적 제약회사의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6년
Deloitte가 발간한 중·동구의 500대 기업리스트 중 상위 10대
기업에 헝가리 제약회사 4개가 등재되면서 헝가리는 중·동구
의 제약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헝가리 국민의 약품소비 규모는 해당 지역평균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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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평균보다 높아 인구 천만의 작은 시장임에도 불
구하고 수요기반이 견실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OECD가 회원국 30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헝가리 소비자의 1인당 의약품 소비규모는 2006년 구매
력평가 기준 466달러로 일본 다음으로 높은 9위에 랭크된 것으
로 나타났다. 동 수치는 회원국 평균인 440달러를 상회하는 규
모로 인근 중·동구 국가인 폴란드, 체코보다도 훨씬 앞서고 있
다.25) 이는 1인당 약품구매에 지원되는 정부부문의 지출이 여타
회원국 보다 많기 때문으로 헝가리의 1인당 의약품 소비는 한국
보다 무려 100달러 정도 상회하는 것이다. 즉, 의약품에 대한 정
부지출 규모가 시장을 지탱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주도 정책 때문에 정부적자 규모는 지
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만성적 재정적자
를 축소하기 위하여 최근 의료, 제약분야에 대한 포괄적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가격
에 대한 엄격한 가격상환제도(reimbursement system) 및 신규 가
격정책 도입으로 국가의 보조금 지출규모를 축소하고 제약업체
의 부담을 늘리기 시작했다. 이에 시장전문가들은 정부 주도하
에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개혁프로그램이 2008년 제약시장 성
25) OECD(2008).

180｜ 헝가리의 주요 산업

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헝가리 제약시장 규모는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역내시장
으로의 수출 증가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정부
의 개혁정책 영향으로 2007년 기준 약 2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 제약산업의 GDP
기여도는 최근 4년간 1% 내외로 유지되어 왔으며, 2007년 기준
0.9%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수출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
가하여 지난해 전체 수출규모의 2.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창출규모는 약 13억 달러 정도로 산업 내
고용 인구는 약 16,000여 명이며, 전체 고용인구의 0.6%를 차지
하고 있다.
현재 헝가리 제약시장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은 판매단계에서
OTC26) 제품과 처방약(Prescription) 제품으로 구분되는데, OTC 제
품이 전체 판매 의약품의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처방약
(Prescription) 제품은 85%를 차지하고 있다. 처방약(Prescription)
제품은 다시 특허출원이 되어 있지 않은 제네릭(Generic) 제품과
특허출원이 되어 있는 브랜디드(Branded) 제품으로 구분된다. 시

26) OTC는 ‘Over The Counter’의 약자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
품을 의미한다. 대응 개념인 ‘Prescription’ 제품은 의사의 처방전을 요하는 의약
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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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1 헝가리 제약시장의 성장 추이

주: HS Code 30 기준임.
자료: 헝가리통계(KSH).

그림 VI-2 헝가리 제약산업의 부문별 비중

주: * 추정치.
자료: 헝가리통계청(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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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문가들은 지난해 헝가리 정부의 OTC 제품에 대한 약국외
판매 허용으로 최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5년 내 전체
의약품에서 OTC의 판매비중이 20%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VI-3 헝가리 제약품 시장의 구조(2006년)

자료: 헝가리 보건부(Ministry of Health).

헝가리 제약협회에 따르면 현지에는 약 60여 개의 제약제조
및 판매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가 등록되어 있으나 외국계 소
유의 국내업체들인 Egis Pharmaceuticals(프랑스 Servier사 51% 소
유), Biogal, Human(이스라엘 Teva 2개사 모두 소유), Chinoin(프
랑스 Sanofi-Aventis사 소유), Gedeon Richter, Keri 등 6개 주요 회
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빠르게 성장
하고 있는 Generics 제조사인 Actavis는 Keri Pharmaceutical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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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인수하였으며, Zentiva는 23종의 의약
품 제조권을 Sanofi-Aventis사로부터 획득한 바 있다.
이들 6대 주요 회사들은 헝가리 전체 의약품의 98%를 생산하
고 있으며, 수출 집중도는 90%를 상회하고 있다. 헝가리 제약시
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 외국계 회사들은 최근 정부의 의료, 제
약분야에 대한 강력한 개혁정책에 따라 국내시장 판매의 수익감
소와 더불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해외시장 개척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헝가리 제약산업은 지난 1990년대 개방에
따른 산업의 민영화 이후 최대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유럽 의약품 시장에서 헝가리의 위치

헝가리 제약업체협회(MAGYOSZ)에 따르면 헝가리는 EU 가입
으로 제약산업의 여건이 개선되면서 유럽 제약업의 중심지로 인
정받고 있는데, 이는 수요기반, 제약기술 및 비즈니스 여건이 주
요국 대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27) OECD가 2008년 6월 발표한 2006년 기준 헝가리의
보건부문 지출 규모는 GDP 대비 8.3%로서 94억 달러 규모에

27) BMI(2008e),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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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박하였다.28) 동 지출비율은 주요 중·동구 국가인 폴란드
6.2%, 체코 6.8%, 슬로바키아 7.1%보다 월등히 높아 기본적 수
요기반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29)
표 VI-1 OECD 국가의 GDP 대비 보건비용 지출 현황(2006년 기준)
(단위: %)

순위

국가

총계

정부

개인

1

United States

15.3

7.0

8.3

2

Switzerland

11.3

6.8

4.5

3

France

11.1

8.9

2.3

4

Germany

10.6

8.1

2.4

5

Belgium (1)

10.4

7.2

2.7

6

Portugal

10.2

7.2

3.0

7

Austria

10.1

7.7

2.4

8

Canada

10.0

7.0

3.0

9

Denmark (1)

9.5

7.6

1.5

10

Netherlands (2)

9.3

7.6

1.7

11

New Zealand

9.3

7.3

2.1

12

Sweden

9.2

7.5

1.7

13

Greece

9.1

5.6

3.5

14

Iceland

9.1

7.5

1.6

15

Italy

9.0

6.9

2.0

28) 헝가리의 보건지출 규모는 UN, OECD, 헝가리통계청 등 경제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BMI(2008e)는 최근 Hungry Pharmceuticals & Healthcare Report Q1
2008에서 약 110억 달러까지 추정한 바 있다.
29) OECD(2008),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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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계속

순위

국가

총계

정부

개인

16

OECD

8.9

6.5

2.4

17

Australia (3)

8.8

5.9

2.9

18

Norway

8.7

7.3

1.4

19

Spain

8.4

6.0

2.4

20

United Kingdom

8.4

7.3

1.1

21

Hungary

8.3

5.9

2.4

22

Finland

8.2

6.2

2.0

23

Japan (4)

8.2

6.7

1.4

24

Ireland

7.5

5.9

1.6

25

Luxembourg

7.3

6.6

0.7

26

Slovak Republic (4)

7.1

5.3

1.8

27

Czech Republic

6.8

5.9

0.8

28

Mexico

6.6

2.9

3.7

29

Korea

6.4

3.5

2.9

30

Poland

6.2

4.3

1.9

31

Turkey (4)

5.7

4.1

1.6

자료: OECD(2008).

구매력평가로 측정한 1인당 의약품 구입지출 비용규모를 보면
헝가리 소비자의 경우 OECD 평균인 440달러 보다 높은 466달
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 공공부문의 지원지출규
모가 313달러로 OECD 평균치 262달러 보다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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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2 OECD 국가의 GDP 대비 1인당 의약품비용 지출 현황(2006년)
(단위: 달러/구매력 기준)

순위

국가

총계

정부

개인

1

United States

843

255

588

2

Canada

639

251

388

3

Belgium

584

293

291

4

France

564

392

173

5

Spain

533

385

148

6

Italy

524

262

261

7

Germany

500

371

128

8

Japan (1)

489

349

140

9

Hungary

466

313

153

10

Portugal

451

251

200

11

Austria

449

309

139

12

OECD

440

262

178

13

Iceland

439

264

175

14

Greece

438

406

31

15

Switzerland

427

289

138

16

Australia (2)

426

235

191

17

Sweden

426

253

174

18

Finland

389

216

173

19

Norway

384

217

167

20

Korea

381

202

179

21

Slovak Republic

360

265

95

22

Czech Republic

349

247

102

23

Luxembourg (1,3)

349

291

58

24

New Zealand

303

202

101

25

Denmark

286

159

127

26

Poland

248

96

152

27

Mexico

182

28

154

자료: OECD(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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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높은 의약품소비 추세는 정부지원 규모와 별도로
헝가리의 소비자 특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헝가리 소비자의 약
품구매 수준은 가격에 덜 민감하여 전체 소비자의 10% 정도만
이 가격을 기준으로 약품을 구매하고, 나머지 90%는 의약품의
효과 및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GfK Hungaria의 조사에 따르면 환자의 61%가 저가 약품의 선택
권을 제공받았지만 단 30%의 환자들만이 실제로 저가 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인구의 50%가 고가 약물
치료를 고려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인구의 70%는 약물비용 대
부분을 가계비에서 충당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그림 VI-4 중동부 주요 국가의 1인당 의약품 소비 규모(2006년)

코

자료: Deutsche Bank(2008),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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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헝가리는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중·동구 주요국 대비 의
약품 소비성향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부지원을 제외한 헝가리
소비자 1인당 의약품 소비규모는 224달러로 중·동구 평균 131달
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경제연구 분석기관인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는 이러한 소비자 특성에 따라 향후 5년 내
헝가리 소비자의 1인당 의약품 지출비용은 349달러까지, 1인당
보건비용 지출 비용은 1,855달러까지 증가함으로써 현재의 소비
기반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30) 또한 헝가리는 제약산업의
비즈니스 환경도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BMI(2008e, p. 12)가 10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약산업의 비
즈니스 환경 지수에 의하면 헝가리는 15개 중·동구 국가 중 3
위를 기록한 바 있다. 동 지수는 각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을 잠
재수익의 한계와 수익실현 위험부문으로 구분하고 주요 사업 환
경 요소인 41개 항목을 측정지표로 활용함으로써 사업 환경 우
위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0) BMI(2008e),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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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VI-1 BMI(2008e)의 제약산업 비즈니스 환경 지수 산정 요인

▣ Limits to potential returns
- 시장구조: 총 시장지출, 1인당 지출규모, 시장잠재성(향후 5년)
- 국가구조: 인구도시집중도, 연금인구비율, 인구증가율
▣ Risks to potential returns
- 시장위험: 지재권법, 국가정책/환급
- 국가위험: 경제구조, 정책일관성, 관료제도, 행정부패지수

그림 VI-5 헝가리 소비자의 보건비 및 의약품 구입 전망
(단위: 달러)

자료: BMI(2008e), p. 30, 32.

[표 VI-3]에 의하면 헝가리는 잠재수익의 한계 부문 중 시장구
조 항목에서 높은 소비지출 성향을 보였으며, 국가구조 항목의
경우 인구의 높은 도시집중도로 인해 의료혜택의 접근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연금인구 증가율도 높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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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익실현 위험도 부문에서는 시장위
험 항목하의 시장 관리제도 부문의 취약성이 위험 요인으로 지적
되었다. 환급 약품수의 급격한 감소도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키
는 요인으로 평가되었으나, 지식재산권 항목은 비교적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국가위험도 항목 평가에서는 관료행정 부문의
표 VI-3 주요 중동부 국가의 제약산업 비즈니스 환경 지수(2008년)

국가

잠재 수익의 한계

수익 실현의 위험

시장

국가

한계

시장 국가 위험

그리스

63

67

64

60

64

체코

60

60

57

59

53

헝가리

53

53

57

54

불가리아

50

50

53

에스토니아

40

57

러시아

60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순위
제약순위

지역순위

62

63

1

67

59

2

57

73

63

3

70

63

67

58

3

44

73

78

75

57

5

57

59

43

53

47

54

6

40

53

43

70

71

70

54

6

53

60

53

50

56

52

53

8

라트비아

33

53

40

67

71

68

51

9

폴란드

53

47

53

40

58

47

51

9

슬로바키아

40

57

42

63

66

64

51

9

리투아니아

37

57

42

50

75

60

49

12

코로아티아

40

57

44

50

64

56

49

12

우크라이나

53

53

53

40

41

40

48

14

세르비아

37

53

41

37

53

43

42

15

자료: BMI(2008e),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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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반면, 경제구조는 비교적 높은 점수
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의 우수성으로
현재 헝가리의 주요 6대 기업 중 4개 기업이 중·동구 내 매출
별 500대 기업 리스트 중 상위 10위권에 등재되어 있다.
한편 향후 제약산업과 동반 성장이 예상되는 생명공학 분야의
성장세도 두드러져 산업기반이 더욱 견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헝가리는 5대 중기 개발 계획 중 하나인「국가생명공학
전략(NBS: National Biotechnology Strategy 2005~2010)」
을 통해
동 산업 내 외국인투자유치(FDI)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동 업
계에서 헝가리는 생명기술 업체들의 수, 고용인원, R&D 관련 지
출 면에서 이미 중부유럽 국가들 중 선두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VI-4 중·동구의 상위 10대 제약회사 리스트

순위
1

회사명
GK PGF

매출액(EUR million)
1029.0

국가
Poland

2
3

Pliva Group
Richter Gedeon

858,5
754,9

Croatia
Hungary

4
5
6
7

Lek
Chinoin-Sanofi
Krka
GSK

720,7
706,1
668,0
574,2

Slovenia
Hungary
Slovenia
Poland

8
9

TEVA Hungary
Prosper

477,9
466,6

Hungary
Poland

10

Egis

421,0

Hungary

자료: Figyelo, 36/2007, Deloitte(http://www.deloitte.com/dtt/research/

0,1015,cid%3D170294,00.html).

192｜ 헝가리의 주요 산업

헝가리 생명공학 협회에 따르면 헝가리에는 약 50여개의 관련
업체에 800여 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이중 370여명이 순수 R&D
인력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품개발 업체인 ComGenex가 헝가리
선두업체로 세계적 제약회사인 독일의 Bayer, 스위스의 Roche,
프랑스의 Fournier Pharma 등과 제휴를 맺고 있다. 나아가 생명
기술 분야의 성공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대학 및 업체들과
의 긴밀한 유대관계, Gedeon Richter, Egis 등의 주요 제약업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헝가리는 2004년 ‘Bayh-Dole’라
는 기술혁신 법안을 통과시켜 생명공학 분야에서 공공기금 연구
의 상업화를 장려하고 개인 투자를 촉진코자 한 바 있다.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는 헝가리 생명공학 분야가
향후 5년 내 헝가리 제약산업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MI(2008e)는 현재 의약품 판매의 83%는 미분자 제품이며, 15%
가 생물학적 제품이지만 2010년에는 미분자 제품 76%, 생물학
적 제품 비율이 22%로 증가하여 1,0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
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헝가리 제약산업은 기본적 시장수요와
우수한 산업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유수 제약업체간 경쟁과 협
력을 통해 향후 중·동구 내 제약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
욱 확고히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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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약산업 관련 정책

가. 시장관리 기구와 제도 변화

헝가리 제약시장의 주요 관리당국은 건강부 산하 국립의약청
(OGYI)이다. 국립의료보험기금(OEP)은 보험기금 운용과 의약품지
원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며, 의료기술평가청(National Technology
Assessment Institute)은 정부의 의료관련 예산 책정에 필요한 기
술적 평가와 자료를 산출, 제공하고 있다. 한편 OEP와 의료기술
평가청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권고가격제도 운영과
더불어 정부 심사단과 공동으로 의약품상환율을 책정하고 있다.
2004년 EU 가입으로 헝가리 제약산업의 관리시스템은 보다
투명하게 개선되었다. 제약관련 주요 법령에는 1999년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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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법령(Medicine Act, 1999)이 있다. 동 법령으로 헝가리의 공
공조달 시스템은 EU 지침을 따르기 시작했으며, 이는 헝가리 관
리시스템이 2004년 5월 EU 정식가입 이전에 이미 국제적인 형
태로 변모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5년 11월에는 신규 EU
제약법령 제정에 따라 제약시장이 관리되었다. 한편, 2006년 4
월 추가적인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제약산업의 마케팅 분야도
EU 기준을 따르고 있다. 동 법안의 핵심은 소위 off-label 마케
팅31) 예방이 주요 목적으로 국립의약청은 지침에 위배되는 산업
내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자들에게 3년간 광고금지의 처분을 내
리고 있다.
2007년 1월 통과된 제약경제법령(Pharm Economic Act/2007)은
헝가리 제약산업의 시장 환경변화를 촉발시킨 법령으로 현 정부
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일련의 비용억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 사항으로 그 간 정부가 지출해온 의약품 보조금 예
산일부를 제약업체들에게 부담시키는 방안과 의약품 상환수준
축소를 규정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의 의약품 지원 예산은 [그림
VI-6]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당초 예산

31) Off-label Marketing은 제약회사가 관계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의 효
능을 의사에게 광고하는 행위이며, 이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off-label Prescribing
은 의사가 제약 성분 외의 효능으로 처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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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대비 초과 집행되어 정부적자가 누적되어 왔다.
동 법령 시행으로 국립의료보험기금의 의약품 상환리스트
(reimbursement list)에서 300여 개 이상의 의약품이 제외되었으
며, 일부 의약품은 약국외(수퍼마켓, 주요소) 판매가 허가되었
다.32) 이에 따라 2007년 1월 시행초기 의약품 상환금액 규모는
50%로 감소되었으며, 아울러 권고가격정책(reference pricing
system) 도입으로 의약품의 가격인하를 촉진하였다.33) 헝가리 정
부는 상기 주요개혁 추진 등으로 2006년 GDP 대비 9.2%에 이
르는 정부 재정적자 규모를 2007년 5.7% 수준으로 개선시킨 것
으로 평가했으며, 2008년에는 4% 수준까지 개선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32) 의약품상환제도(reimbursement system)는 일종의 의약품보조금 제도로 국립의료
보험기금(OEP)은 품목 및 상환율을 고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약품
구입시 보조금(상환액)을 제외한 가격으로 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33) 권고가격정책(reference pricing system)은 의약품 가격인하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
으로 제약업체들은 동일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 가격책정 시 권
고가격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환급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권고가격책정은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참여하여 입찰방식으로 정해
지는데 동일 품목군내 최저 가격이 수용되는 네덜란드경매(Dutch Action) 방식
을 채택, 월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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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6 헝가리 정부의 의약품 보조금 예산대비 상환율 현황

자료: Deutsche Bank(2008), p. 10.

나. 주요 관련 정책
1) 의료개혁 추진과 실패

헝가리 사회당(MSzP)과 자유민주연합(SzDSz)이 정부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2007년부터 중점 추진한 의료개혁 조치는 현재까
지도 시장 이해당사자들인 제약업체, 약사 및 소비자 등과의 충
돌을 야기하고 있다. 의료개혁의 첫 번째 조치는 2007년 1월 이
루어졌는데 제약업체에 대한 차등 세금부과, 상환시스템에 엄격
한 기준 도입, 2차 의료정원 폐지, 기초의원 및 종합병원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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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진료비와 입원비 납부로 요약된다.34)
두 번째 조치는 광역의료병원을 설립하는 병원시스템의 개편
과 민간 의료보험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이었다. 동 조치 또한 시장 이해당사자인 소비자, 제약사 및 제
약업체의 거센 불만을 야기했으며, 경제제약법안 자체가 헝가리
헌법재판소에 제소되기까지 하였다.
민간의료보험은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기금 조성 후 민간보험
사들이 최대 49%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토록 한 것으로 독점방
지를 위해 보험업체는 최소 50만~최대 150만 명의 고객만 유치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건강보험기금은 각 지역을 기반으
로 지방 19개주와 수도인 부다페스트를 포함, 20개 펀드를 조성
하고, 이중 5~8개 기금은 여러 주를 담당토록 추진되었다. 그러
나 상기 의료개혁 법안 중 병원진찰비 도입 건은 2008년 3월 대
학등록금 도입 법안과 함께 국민투표 의제로 회부되어 투표결과
부결됨으로써 4월 1일부로 폐지된 상태이며 민간의료보험 개혁
도 중단된 상태이다.35)
34) 헝가리 환자들은 의사에게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정부는 2007년 2
월 15일부터 의사에게 진료 받을시 의료기관(처방비) 및 환자(진료비)에게 HUF
300(약 2달러)씩 납부토록 하였다. 입원비의 경우도 1일당 600HUF를 납부하게
되었는데, 동 제도는 2004년 슬로바키아에서 시행된 ‘환자 수수료(Patient fee)’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제도시행 6개월 만에 진료율 11.5%, 처방전 발부율 9.5%
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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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가격정책 변화와 제약업체 세금 강화

2007년 1월 통과된 제약경제법안에는 앞서 설명한 의약품에
대한 권고가격 시스템 도입, 보조금 상환수준 축소와 더불어 제
약업체에 대한 세금강화 방안이 포함되었다. 제약업체들은 동
법령시행으로 상환약품군의 수익규모에 따라 12%의 높은 세금
을 부담해야 하며 아울러 판매 대리인 고용 1명당 500만 포린트
(미화 3만 2천 달러 상당)의 등록비를 지불하게 되었다.
제약업체들은 동 법안을 일종의 정부 보조금 환수조치(Clawback:
증세보충)로 간주하고 수익규모가 약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주
장하며 크게 반발하였다. 헝가리 제약업협회(MAGYOSZ), 제약혁
신협회(AIPM), 제네릭(Generics) 약품 제조 및 도매업자 협회는
2007년 4월 중순 증세보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공동 항의서한
을 전달한 바 있다. 나아가 제약업체들은 12%의 세금은 불공정
하다고 헌법재판소에 상소하였으며, 외국계 기업들도 모국에 세
금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헝가리 자회사들에 대한 세금은 불공정

35) 2008년 3월 9일 실시된 경제개혁분야 국민투표는 헝가리 제 1 야당인 Fidesz의
주도로 실시되었으며, 헝가리 정부는 2개 부문 법안폐지에 따라 약 2억 4,000
만 유로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헝가리의 동 시스템
차용 모델이 된 슬로바키아 ‘환자 수수료(patient fee)’ 제도는 2006년 6월 선거에
따른 신정부 탄생과 더불어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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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 법안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립의료
보험기금(OEP)은 2007년 5월 기준 제약업체 중 70%가 세금을 지
불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동 법안 시행으로 헝가리 제약업
계 선두기업들인 Gedeon Richter, Egis, GSK는 2007년 국내 판매
예상치를 낮추었으며, 해외시장 세일즈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에 대한 상환축소로 상환율은 2007년 1월 50%까지 삭감
되어 약 3,000여 개의 약품 가격이 영향을 받았으며, 환자당 평균
구입 비용 증가율은 30~50%로 나타났다. 권고가격 시스템 도입으
로 2007년 4월 1,000여 개 의약품 가격이 평균 16%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 제산제(antacid), 항고혈압성 약품(antihypertensive),
항생제(antibiotic), 항염증 약품(anti-inflammatory), 항울성 약품
(antidepressant) 등이 이에 속하였다. 이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은 관
계당국이 월별단위로 실시하는 권고가격시스템에 따른 약품 가격
인하로 의약품 가격상승분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개혁들의 긍정적인 결과는 2007년 2분기 국립의료보
험기금(OEP)의 지출액에 반영되어 나타났는데, 전년동기 지출규
모 3,200억 포린트 대비 무려 50%가 축소된 1,584억 포린트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정부예산 절감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산업
내 역기능도 발생하였다. 2007년 5월 초에 헝가리 최대 제약업
체인 Richter의 CEO이자 MAGYOSZ의 협회장인 Erik Bogsc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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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정책 도입에 따라 2007년 국내 판매량이 20%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100억 포린트(4,800만 달러) 규모의 대 헝가리 투자 철
회를 발표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약회사 Egis는
권고가격정책 시행에 따른 수익감소를 이유로 70개 의약품을 시
장에서 철수시킨 바 있으며, 연간 매출액에서 약 15억 포린트
(700만 달러)의 감소를 추정하고 당초 7~10%의 판매증가율 예
상치를 5%로 하향조정하였다.
헝가리에 생산기지가 있는 Teva, Sanofi-Chinoin 등 다국적 기업
도 새로운 시장구조 변화에 따라 투자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
다. 더 나아가 제약업계는 권고가격정책과 가격상환 축소에 따른
역기능으로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개발도상국과 여타 유럽국
가로부터의 저렴한 제네릭(Generics) 제품이 시장에 범람할 수 있
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극단적으로 수출, 고용, 투자비용이 낮은
타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 있음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3) 의약품 유통 자유화 및 세금 강화
2007년 1월 국립의약청(OGYI: National Institute of Pharmacy)
은 약사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89개의 OTC 약품(주로
비타민, 감기약, 항히스타민제, 제산제)에 대한 약국외 판매허용
리스트를 발표함으로써 슈퍼마켓, 주유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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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이는 중·동구 국가 중 가장 늦은 조치로 인근 국가
인 체코는 2006년 의료기금 운영난 타개를 위하여 약국외 판매
를 허용한 바 있다. 아울러 OTC 약품가격도 자유화되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허용으로 약사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지만 적어도 OTC 제품의 도소매 가격 자유화
로 해당 제조업체의 비즈니스 환경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헝가리 의약품 도매업자도 상환약품의 매출액 기준으로
2.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며, 대형 약국들도 결속비
(solidarity fee)를 납부하여 지방에서 적자 운영되고 있는 소형약국
들을 지원하게 되었다. 동 방침에 따라 약국 개업도 자유화되었
다. 한편 헝가리 약사협회(MGyK)는 판매장소 증가로 현재 운영
되는 2,010여 개 약국의 이윤 감소와 약국 허가증의 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해당 정부정책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MGyK의 회장은
슈퍼마켓, 쇼핑센터 등에 250개의 신규 의약품 판매소 개업은 향
후 국제 의약품 체인들의 진출을 촉진시켜 헝가리 내에서 소형
업체들이 퇴출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4) 병원서비스 및 시스템 개선
이미 2008년 4월 1일부로 폐지된 진찰비 도입건과 더불어 상
당수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국립의료보험기금(O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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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납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부터 완납을 한 사람들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06년 말 통과된 병원관련 개혁안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3가지 서비스 패키지를 규정하였다. 기본 패키지는 응급치
료 및 의무(예방) 접종 포함군으로 모든 거주자들에게 서비스가
가능하다. 두 번째 패키지는 사회보장기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으며, 세 번째 패키지는 1인 병실
사용을 희망하는 사례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원할 경우 추가비
용을 납부토록 명시하였다.
2007년 3월에는 병원시스템 개혁분야의 2단계 조치로 39개의
전문 광역병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동 병원은 지역간 55km 이내
에 위치하게 되며,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포함한 종합병원 체제
로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 부다페스트에는 이와 같은 종합병원
체제로 운영되는 병원이 4개에 불과하다. 또한 병원시스템의 비
용절감 방안으로 병원의 침대수를 10% 이상 감축시키기 시작하
였다. 정책이 시행된 후 16,000개의 침대가 즉각적으로 제거된
반면 장애자나 만성 환자들 치료에 사용되는 수는 7,500개로 증
가시켰다. 그 결과 2007년 4월부터 병원들의 침대 수는 8,500개
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환자수용능력 감소로 일부 병원이
문을 닫거나 축소된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장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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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는 2011년 헝가리 거주자
10만 명당 680개의 침대가 예상되지만 EU 전체 평균인 640개보
다는 많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36)
정부의 비용절감을 위한 다른 조치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되
고 있는 처방전의 엄격한 통제이다. 현재 국립의료보험기금(OEP)
은 내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처방 전산소프트웨어(Prescribing S/W)
를 도입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일 처방군내에서 비
효율적으로 처방된 경우 제재하고 있다.
병원시스템 분야 개혁에는 환자가 치료를 받기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환자의 거주지는 응급서비
스의 경우 자동차로 15분 이내, 외래환자의 통원치료 거리는
25km이내, 지역병원은 30km이내, 특수 클리닉은 55k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37) 기타 사항으로는 의사, 간호
사, 약사협회에 대한 회원가입 의무를 선택적으로 완화했으나
관련협회는 협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반발
하기도 하였다.

36) BMI(2008e), p. 23.
37) 2007년 3월 25km 떨어져있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환자가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비록 지역 언론들은 조사결과 이전에 치료를 받
았던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했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정
책의 반대파들은 그의 죽음이 신규 정책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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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시장동향 및 구조 변화

1) 시장규모 및 성장추이

헝가리 제약산업은 EU 가입 이후 국내소비, 생산, 수출, 수입
등 각 부문에 걸쳐 고르게 성장해 왔다. 지난 2004년 EU 가입
시점에서 이미 23억 7,000만 달러 규모였던 의약품 소비시장은
2005년 8,000만 달러 증가하여 24억 5,000만 달러 규모로 확대
되었다. 2006년 현 주르차니 정부의 긴축재정정책 실시로 소비
확대는 3,000만 달러 규모로 다소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2007
년 제약산업 전반에 시장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년대비 2.6%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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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어 26억 6,000만 달러(2007년 기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헝가리의 의약품 소비시장은 소비자의 높은 의약품 소
비성향과 정부의 지원규모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07년 소비규모의 축소는 현재 헝가
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각종 보조
금 축소, 세금인상 등으로 소비자의 실질소득 감소가 소비축소
로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의
약품 권고가격 도입에 따른 의약품 개당 가격 인하는 국내 제조
업체의 국내 판매 매출규모 축소로 이어져 수입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규모의 축소를 초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VI-7 헝가리 제약시장 규모 및 성장 추이

자료: 헝가리 통계청(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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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약 시장의 구조 변화

2004년부터 헝가리 국내 의약품 소비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헝가리 국내산 판매규모는 수입상품의 증가에 따라 상
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상품은 지난
2004년 전체 의약품 소비시장에서 61.6%의 시장점유율을 보였
으나,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21억 달러를 초과하
였다. 2007년 기준 수입상품은 약 24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어
전체 시장의 91%를 장악하고 있다. 반면 2007년의 경우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로 국내생산 제품은 2억 4,000만 달
러 규모로 축소되어 시장점유율은 9%로 하락했다.

그림 VI-8 헝가리 의약품의 수입산 및 국내생산 비중 추이

자료: 헝가리통계청(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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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9 헝가리 소매 업태별 매출 추이(2007년)

자료: 헝가리통계청(KSH).

이와 같은 수입량 증가 및 국내산 판매 축소현상은 정부의 규
제가 수입상품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지난해 OTC 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으로 저가
수입제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헝가리는
지난해 전 업종의 소매업 평균 매출규모가 소비축소에 따라 3%
의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의약품 판매 소매업체의 매출규모는
전년대비 1.7%의 증가세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헝가리 제약
업체는 정부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매출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해외시장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헝가리 최대 제약업체인 리히터(Richter)의 순이익은
전년대비 -35%를 기록하였으며, 에기스(Egis)도 순이익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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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축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제약업체들은 중·동구
및 러시아 등 CIS 지역으로의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리히
터는 최근 EU 가입으로 소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루마니
아 시장공략을 위해 플로파르마(Plopharma)를 인수하였으며, 폴
란드 시장 공략을 위해 안파름(Anpharm)을 인수하였다. 한편 에
기스의 경우도 CIS 지역 신흥시장 확보를 위해 러시아에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폴란드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제약회사를 인수
하였다. 시장관계자들은 국내환경 악화에 따라 제약계의 해외시
장 개척 노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생산 동향
1) 생산규모
헝가리의 제약 생산규모는 2004년 19억 5,000만 달러에서
2005년에는 EU 역내 및 중·동구의 수출증가에 따라 9.2%가 증
가한 21억 3,000만 달러 규모로 급성장하였다. 이는 헝가리 국내
판매량 축소에도 불구하고 CIS 지역 및 중·동구 국가의 수요가
확대된 데 기인한다. 특히, 2005년 러시아의 DLO38) 시행은 헝
38) DLO(Dopolnitel'- noe Lekarstvennoe Obespechenie)는 2005년부터 시행된 러시아 정
부의 약물상환 프로그램으로 퇴직자와 퇴역군인에 대한 무상 약물 제공 프로
그램이다. 지난 2006년 중반 10억 달러의 예산 고갈로 축소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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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10 헝가리 제약 생산 규모 및 성장 추이

생산규모

증감률

자료: 헝가리통계청(KSH).

가리 제약업체의 생산량 확대 요인으로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생산량 증가추세는 러시아가 약물상환을 축소하면서
다소 주춤한 상태로 2007년 생산증가율은 전년대비 10.2%를 기
록하였다.
2) 주요기업 및 생산제품
헝가리 제약생산은 주요 6대 회사가 98%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매출 규모로 보면 리히터 게데온(Richter Gedeon), 테바
(TEVA) Chinoin(시노아; 프랑스), 에기스(Egis), 케리(Keri) 순이다.

가) 리히터 게데온(Richter Gedeon)
1901년에 설립된 헝가리 최대 제약업체이며 중·동구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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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업체로 2006년 매출액은 8억 1,5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현재
헝가리 정부가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수익의
70%를 EU 및 미국 등지로의 수출에서 시현하고 있다. 헝가리
공장 외에 러시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및 인도에 생산 공장이
있으며, 100여 종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의약품 생산외에 외국 유명 제약업체의 독점 대리점으로서
중·동구 지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2003년 미국 제약업

표 VI-5 리히터 게데온(Richter Gedeon)의 상위 10대 의약품 리스트

자료: Richter Gedeon(www.richter.hu).

체인 바이오젠(Biogen)사와의 계약을 통해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약품인 아보넥스(Avonex)를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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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러시아 및 체코에 독점 공
급하고 있다. 현재 회사 지분의 60% 이상이 외국인투자자의 지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에기스(Egis)
헝가리의 4번째 제약업체로 1913년 설립되어 부다페스트
(Budapest)에 2개, 코멘드(Kormend)에 1개 등 총 3개 공장을 운영
하며 2,600여 명이 고용되어 있다. 2006년 총매출 규모는 5억 6
천만 달러였으며, 현재 헝가리 제약시장의 6.3%를 점유하고 있
다. 프랑스 세르비에(Servier)가 회사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으
며, 주요 판매망은 메디펙스(Medipex), 피닉스(Phoenix) 등이다.39)

다) 테바(TEVA)
이스라엘 회사로 헝가리 6대 회사 중 2개(Biogal과 Human
Serim & Pharmaceutical manufacturing)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 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주요 생산의약품으로 코
®

®

팍손(Copaxone ), 아질렉트(Azilect ) 등이 있으며, 의약품 핵심원
료인 API(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울트라 종합비타민)는
테바(TEVA)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39) http://www.egi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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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노아(Chinoin)
프랑스 회사인 사노피 신델라보(Sanofi-Synthélabo)가 99% 투자
한 회사로 2005년 5.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헝가리 제약
업계 제3대 회사로 2006년에 1,500만 유로를 투입하여 개발실험
실과 프로토타입 공장을 부다페스트에 신규 설립하였다. 주요
약품판매 현황은 [표 VI-6]과 같다.

표 VI-6 시노아(Chinoin) 약품판매 리스트

자료: 시노아 홈페이지(www.sanofi-avent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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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케리(Keri)
헝가리의 제5대 회사로 1991년에 설립되어 2006년 1,300만 유
로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의약품 판매 유통을 하고 있으며, 아울
러 의약품 R&D 활동으로 현재 3개의 특허의약품도 보유하고 있
다. 주로 중·동구 지역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수출 및 마케팅으
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07년 아일랜드 회사인 악타비스
(Actavis)에게 인수되었다.40)

3) 고용 및 임금수준

2007년 기준 헝가리 제약산업의 고용 인구는 약 16,000명으로
전체 고용인구의 0.6%, 화학 산업 내 고용인구의 54%에 육박하
고 있다. 한편 산업 내 고용 인구는 수출증가에 따른 생산규모
확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부가가치화 및 마케팅제
고를 위해 연구 및 사무직 비중을 꾸준히 늘려 2007년을 기점으
로 공장근로자수 대비 50.1%가 되었다. 전체 산업의 사무직 근
로자가 32%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업계의 연구직 인원의 증가현상은 변화하는 헝가리
40) http://www.keri.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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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11 제약산업의 고용 현황

자료: 헝가리통계청(KSH).

그림 VI-12 헝가리 제약산업의 평균임금 추이

자료: 헝가리통계청(KSH).

제약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약개발 등을 촉진하고자 R&D 인
력의 확충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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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계의 평균 임금도 전체 산업대비 평균임금보다 훨씬 상회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유통구조
헝가리 의료국(ANTSz)에 따르면 헝그로파르마(Hungropharma),
피닉스 파르마(Phoenix Pharma), 메딤펙스(Medimpex), 판논메디시
나(Pannonmedicina) 등 4~5개의 대형 도매상이 의약품을 소매상
및 병원에 공급하고 있다. 헝가리의 약국 수는 2007년 기준 전
년대비 35개가 증가한 2,118개이다.
그림 VI-13 헝가리 약국 수 추이

자료: 헝가리 통계청(KSH); 헝가리 의료국(ANT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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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약국 수는 헝가리가 개방한 지난 1990년 1,500여 개에
서 2000년 2,000여 개로 38%가량 급격히 증가한 이후 1% 이내에
서 성장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007년 OTC 제품의 약국 외 판
매 허용으로 의약품 유통 판매망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수출입 현황
1) 수출입 개요
헝가리의 의약품 대외교역 규모는 2007년 기준 약 49억 달러
로 지난 2004년 EU 가입 이후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증가는 리히터(Richter), 에기스
(Egis) 등 주요 제약업체들이 수입증가, 의약품 상환율 감소, 권
고가격제도 도입에 따른 가격하락에 따라 국내 매출이익의 감소
분을 만회코자 해외 판매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헝가리 의약품 교역은 지난 2004년 EU 가입이전부터 지
난 2006년까지 약 2억 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으나, 최근 수출증가에 따라 적자규모는 점차 축소되기 시작
했다. 특히 2007년의 경우 수입규모의 급격한 동반상승에도 불
구하고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무려 20%나 상회하여 무역
수지는 흑자 구조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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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14 헝가리 의약품 교역 현황

자료: 헝가리통계청(KSH).

2) 주요 수출입 국가 현황
2007년 기준 전체 수출 대상국의 75%가 EU 역내 국가에 편
중되어 있으며,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어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순이다. 한국으로의 수출
은 50만 달러 규모에 그치고 있다.
2007년 기준 전체 수입국가의 84%가 EU 역내 국가에 집중되
어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이다. 한편 최
근 2년간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 인도로부터의 수입규모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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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2007년 기준
15만 달러 규모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림 VI-15 헝가리의 주요 의약품 수출국가 현황

자료: 헝가리통계청(KSH).

그림 VI-16 헝가리의 주요 의약품 수입국가 현황

(백만 달러)

자료: 헝가리통계청(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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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약품시장 구조

1) OTC와 Prescription Drug 의약품

헝가리 의약품 시장은 처방약이 아닌 일반 의약품인 OTC와
처방약(Precription)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2007년 기준 일반약품
인 OTC가 약 17%, 처방약품인 Prescription 제품이 83%를 점유하
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OTC 의약품을 판매 순으로 보면 소화
제(Digestive)가 1억 6,0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진통제(Analgesic),
비타민류가 1억 달러 규모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지난해 헝가리 의료국(ANTSz)은 주유소, 우체국, 슈퍼마켓 등
279개 상점에 의사처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
였다. 동 정책으로 의약품 구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구매자들의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인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10년 OTC 의약품은 약 6억 달
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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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17 헝가리 OTC/Prescription 의약품 비중 및 전망

(십억 달러)

주: 2007년 추산치, 이후 전망치임.
자료: BMI(2008e); 헝가리 제약업체협회(Magyosz).

그림 VI-18 헝가리 OTC 의약품 판매 현황(2007년)

(백만 달러)

주: 추정치임.
자료: BMI(2008e); 헝가리 제약업체협회(Magyo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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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의 처방(Prescription) 의약품은 전체 의약품의 약 83%를
점유하고 있다. 2007년 판매실적을 보면 그 중 심장혈관계 의약
품(cardiovascular drugs)의 판매규모가 약 6억 5,000만 달러로 가
장 많이 판매되고 있다. 다음으로 암 치료(oncology drugs) 약품
이 약 4억 달러,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 약품이 3억
6,000만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하 호흡기계(respiratory
system) 의약품 2억 5,000만 달러, 근육 및 골격계(musculoskeletal
system) 의약품이 1억 5,000만 달러 규모로 판매되었다.

그림 VI-19 헝가리 처방약(Prescription) 판매 현황(2007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MI(2008e);, 헝가리 제약업체협회(Magyo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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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Prescription) 의약품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감소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7년 1월 정부의 권고가격정책 시행,
상환비율 감소에 따른 가격인하 요인으로 의약품 개당 가격이
인하되었으며, 가격감소는 향후 제약업체의 매출 증가에 제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국립의료보험기금(OEP)의
가격인하 정책으로 주로 항고혈압제, 항생제, 항울제, 항염증약,
진통제 등의 약품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는 헝가리 처방전 의약품 시장이 특허출원
(branded) 의약품의 성장저하에도 불구하고 저가 제네릭(Generics)
의약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2010년 약 2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 제네릭(Generics) 및 특허출원(Branded) 의약품

헝가리 처방약(Prescription) 의약품 시장은 다시 제네릭(Generics)
의약품과 특허출원(Branded) 의약품으로 구분된다. 특허출원
(Branded) 의약품은 처방약(Presciption) 의약품 시장의 약 68%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비중은 약 55%에 육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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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20 헝가리 제네릭/특허출원(Branded) 의약품 비중 및 전망

주: 2007년 추정치, 이후 전망치임.
자료: BMI(2008e); 헝가리 제약업체협회(Magyosz).

헝가리 제약업계에 따르면 헝가리 내 제네릭(Generics) 제조 규
모는 전체 의약품 제조에서 약 45%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특
허법 강화와 수입제품들의 소비증가로 헝가리산 제네릭(Generics)
의약품 판매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 외국유명업체의 제네릭
(Generics) 의약품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제네릭(Generics) 의약품 시장의 80%에 해당하는 제품은 상환
품목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 가격인하에 따른 판매이익 감소로
제약업계의 위축이 예상되는 반면, 외국산 제품의 수입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출원(Branded) 제품의 경우도 여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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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요인으로 헝가리 내 판매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는 헝가리 제네릭
(Generics) 의약품 시장규모가 2007년 7억 달러에서 2010년 1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허출원(Branded) 의
약품의 경우 2007년 15억 달러 규모에서 2010년 14억 달러 규
모로 오히려 시장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
체 의약품 시장의 55%를 점하고 있는 특허출원(Branded) 시장이
상환품목 축소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비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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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약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투자 규모 및 주요 외국계 회사

헝가리의 외국인투자 규모는 지난 1990년 개방 이후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누적기준 약 663억 유로에 달한다.
헝가리의 업종별 외국인투자현황을 보면 서비스 16.8%, 자동차
10.9%, 금융 10.5%, 무역 10.1%, 운송 및 통신 9.9%, 전자 8.8%,
화학 5.7%, 식품 5.2%, 기타 22.1%로 나타났다. 헝가리 의약산
업은 화학부문(5.7%/38억 유로)에 해당되며 2007년 누적기준 28
억 유로가 투자되어 전체 산업의 FDI 비중 중 0.6%, 제조업 내
FDI 규모 중 4.1%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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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21 헝가리 제조업 내 FDI 비중(2007년)
(단위: %)

자료: 헝가리투자진흥청(ITD).

표 VI-7 헝가리의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리스트(2007년)

회사명

주요 투자자

주요
투자자 지분

기타
투자자 지분

Biogal

TEVA(이스라엘)

99.1

0.9

Chinoin

Sanofi-Aventis(프랑스)

99.1

0.9

Egis

Servier(프랑스)

51.0

49.0

Human Serum&
Phamaceutical mfg

TEVA(이스라엘)

98.0

2.0

Keri Phamaceuticals

Activavis(아일랜드)

100.0

0.0

Gedeon Richter

Foreign Financial
investors

57.3

42.7

자료: 헝가리투자진흥청(ITD); BMI(2008e); 헝가리 제약업체협회(Magyosz).

헝가리 주요 6대 제약업체는 외국인투자지분이 51~100%에 이르
며, 이들은 헝가리 전체 제약 생산규모 중 98%를 점유하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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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이들 외국계 투자기업의 모기업은 이스라엘, 프랑스, 아일랜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유수 제약 또는 화학업계로 분포되어 있다.

나. 최근 외국인투자 동향 및 경향

지난 2005년 인도의 제네릭(Generics) 제조기업인 썬 파마(Sun
Pharma)가 미국기업인 발런트(Valeant) 헝가리 공장을 인수하여
헝가리에 제약공장을 운영하는 첫 번째 회사가 되었다. 2006년 3
월에는 미국의 알버니 분자 연구소(Albany Molecular Research:
AMR)가 헝가리 약품개발 서비스 회사인 콤 기넥스(ComGenex)를
인수하여 EU 진출 확대를 위한 거점을 확보하였다.2006년 6월에
는 네덜란드 제약 도매업체인 유니바(Univar)가 헝가리 시장 공략
을 위해 유니바 헝가리(Univar Hungary)를 설립하였다. 한편, 같은
해 6월 일본 제3대 제약회사인 아스텔스 팜스 파마(Astells Pharms
Pharma)는 중·동구 시장 확대를 위해 헝가리에 거점 지사를 설
립하기도 하였다. 2007년 11월에는 독일 쇼트(Schott)의 계열사인
쇼트 파머수티컬 패키징(Schott Pharmaceutical Packaging)이 유럽기
지를 헝가리에 마련하였다.
한편, 기존 외국인투자 업체들의 추가투자도 지속되었는데 시
노아(Chinoin)는 2006년 8월에 부다페스트에 개발실험실과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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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타입 공장을 신규건립 하였으며, 테바(TEVA)도 핵심원료 의약
품(API)의 생산기지를 헝가리에 건설코자 하고 있다. 기타 기투
자 업체간 라이선스 구입과 M&A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2006년 6월에는 영국의 임상실험 서비스 기업
인 시넥서스 클리니컬 리서치(Synexus Clinical Research)가 중부유
럽 진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CRO 다이그노스틱 유니츠 헝가리
(CRO Diagnostic Units Hungary: DUH)를 인수하기도 하였다.
지난 2년간 투자한 외국인투자 기업의 공통점은 서유럽 EU
회원국 시장 공략과 최근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루마니
아, 불가리아 등과 CIS 지역의 소비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
기지로서 헝가리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는 헝가리가 주요 시
장에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지만 제약관련 업
체들이 이미 다수 진출해 있어 중·동구 내 산업인프라가 잘 정
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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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장 잠재력 및 전망

가. 헝가리 제약산업 SWOT 분석

헝가리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권고가격제도 도입, 상환
율 감소, 세금인상 등이 제약업계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헝가리 제약산업을 선도하는 리히터(Richter) 등 주요 제
약회사들은 헝가리 국내 환경변화에 따라 이미 해외시장 확대
일환으로 러시아, CIS 및 최근 EU에 가입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지에 발 빠르게 거점 확보를 추진한 바 있어 헝가리 국내시장
변화에 대해 상당부분 적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7년 헝가리의 1.3% 실질 GDP 성장은 EU 27개국 가운데
최하위 성적으로 당분간 내수시장 소비침체를 예고하고 있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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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계 성장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 수출시장인 EU
성장률 둔화도 제약업계에게는 부정적 영향으로 대두되고 있으
며, 지난 2008년 4월 연립정부 해체로 개혁추진에서 다소 주춤
한 주르차니 정부가 여전히 개혁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것도 리
스크로 작용되고 있다.

표 VI-8 헝가리의 제약산업의 SWOT 분석표

강점(Strengths)
- 중·동구 최대 제약 클러스터
- 해외수출 90%의 기술력 보유
- 바이오 기술(Biotechnology)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속 유입
-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한 거점확보
시행

약점(Weaknesses)

- 정부의 지속적 개혁정책으로
수익감소
- OTC 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에
따른 수입규모 증가
- 포린트화 강세에 따른 수익감소
- EU 역내 특허법 강화 움직임

기회(Opportunities)
-

러시아 민간시장 판매증가 추세
러시아 정부의 DLO 재개 기대
루마니아 소비시장 급부상
기존 CIS 국가로의 수출 호조

- 현 정부의 연정해체에 따른 차기
개혁프로그램 중단 기대

위협(Threats)
-

국내 GDP 성장률 역내 최하위
주요 수출시장인 EU 성장 둔화
정치 불안에 따른 시장불안
현 정부의 차기 개혁프로그램

수행
- 러시아 정부의 DLO 재개 불투명

자료: 부다페스트 무역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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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제
약업계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비록 러시아의 DL
O41) 축소로 정부부문 시장이 축소되었으나 민간시장에서의 매
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008년 1분기
헝가리 제약품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했는데 러시아
62%, 루마니아 89%, 슬로바키아, 체코 각 50% 등 중·동구 국
가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로의 수출도 39%씩 증가했다. 한
편 OTC 시장자유화, 저가 제네릭(Generics) 수입상품의 증가도
나타나고 있다. 수입증가율은 2008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인도, 싱가포르 등지로부터의 수입량도 전년동기
대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헝가리 국내 의약품 소비시장도
수입상품 증가와 권고가격제 도입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로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헝가리 제약산업의 국내 환경은 1990년 개방 후
최대의 변혁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해외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적 M&A 등을 통해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헝가리 제약시장은 2008년 조정기를
거쳐 2012년까지 3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41) 전술한 각주 3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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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22 헝가리 제약산업의 장기 전망

자료: BMI(2008e).

나. 주요 선도 기업 사업분석(SWOT)

1) 리히터 게데온(Richter Gedeon)

리히터(Richter)는 헝가리 최대 및 동유럽 제2대 제약회사로
2007년 순이익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매
출은 전년대비 7% 증가했으나 총매출 이익은 0%를 기록했으며
세후 순이익은 전년대비 35% 감소하여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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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9 리히터 게데온(Gedeon Richter)의 SWOT 분석표

강점(Strengths)
- 헝가리 최대 제약업체
- 유럽 및 미국으로 생산액의 2/3
수출능력 보유
- 최대의 러시아 등 CIS 신흥시장
수출업체
- 중·동구 최대 R&D 투자업체(수익
8%)

약점(Weaknesses)
- 권고가격정책, 상환율 감소로 수익
감소
- EU 특허권 강화에 따른 잠재수익
감소 우려
-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의 의약품
보조축소에 따른 수익급감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제네릭(Generic) 의약품 사업 강화로 - 제네릭(Generic) 상품에 대한 경쟁
정부 가격정책에 탄력대응
업체 경쟁 치열
- 해외마케팅 강화로 국내 환경변화
- 러시아의 의약품 보조금 축소
탈피
- 정부 가격정책에 따른 수익감소로
- CIS 지역의 공장설립 및 판매 강화로
R&D 투자지속 불투명
장기적인 성장 확보
자료: BMI(2008e).

이는 지난해 헝가리 정부의 권고가격정책 도입에 따른 의약품
단가 인하, 상환율 감소, 상환리스트에 등재된 의약품 매출 비율
에 대한 12% 세금 도입, 판매대리인 고용 등록비 도입 등에 따
라 초래된 결과였다. 해외 마케팅 강화로 EU 역내 31.5%, 러시
아 등 CIS 지역 6.5% 등의 수출증가에 따라 전체 수출규모가 전
년대비 14.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국내시장 환경 변
화의 영향이 매우 컸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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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하반기부터 이미 제약업계는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규
제 강화 움직임을 포착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리히터(Richter)
는 해외마케팅 강화로 기업 전략을 수정하였으며, 이는 중·동구
지역의 주요 의약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전략적 인수
로 나타났다. 2007년 7월 루마니아 지역의 약품 도매업체인 파
르마팜(Pharmafarm)을 인수하였으며, 2007년 11월에는 폴란드
최대 업체인 폴파르마(Polpharma)의 인수를 추진함으로써 중·동
구의 최대 제약업체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표 VI-10 리히터(Richter)의 손익계산서(2007년)
(단위: 백만 HUF)

구분
총매출

2006년

2007년

비고

209,373

224,076

7.0

54,827

47,496

-13.4

수출

154,546

176,580

14.3

CIS

65,581

69,664

6.2

EU

57,803

76,014

31.5

USA

19,108

19,489

2.0

기타국가

12,054

11,413

-5.3

119,669

119,697

0.0

51,278

33,336
(1,223 백만 달러)

-35.0

헝가리 국내

총매출이익
순이익

주: 2007년 기업 대외거래 적용 환율; 1달러 = 183.24 헝가리 포린트(HUF).
자료: Richter Gedeon/annual report 2007.

Ⅵ. 제약산업 ｜235

리히터(Richter)의 지난해 경영부진은 국내 제약환경 변화의 영
향도 있지만 대외적 여건 변화도 한 몫 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사의 CIS 지역 최대 수출국가인 러시아의 국가약물 상환프로그
램인 DLO(Dopolnitel'- noe Lekarstvennoe Obespechenie)가 2006년
11월부터 축소되면서 수출증가율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지속되고 있는 달러화 대비 포린트화의 강세도 수출증가율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히터(Richter)의 해외마케팅 강화는 현
재 헝가리 국내여건과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도전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매출의 70%에 육박하는 해외수
출 비중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에기스(Egis)

에기스(Egis)는 헝가리 제4대 제약업체로서 2007년 총매출은
4% 감소하였으며, 순이익은 무려 50% 감소하여 헝가리 국내 제
약환경 변화에 크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에기스(Egis)
의 2007년 수출은 11.9% 증가했는데, 이는 헝가리 국내 판매이
익 감소를 수출로 만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 에기스
(Egis)의 해외수출 비중 중 30%는 러시아이며, 그 밖에 폴란드,
체코 등 중·동구에서 약 25%의 해외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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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11 에기스(Egis)의 SWOT 분석표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 국내 판매네트워크 장악
- 권고가격정책, 상환율 감소로 수익감소
- 투자 모기업(Server's) 제약 라이선스 - 판매 네트워크의 등록세 강화
다수 확보
- 경쟁 강화에 따른 수익 감소 및 시장점
- 신흥 CIS 지역의 수출 판매망 보유

유율 축소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러시아 공장설립으로 장기적 안정성 - 정부의 지속적인 의료, 제약 개혁 추진
확보
- 정부의 판매수익 규모에 따른 최대
- EU 역내 수출 강화로 수익 감소 보전
12% 세금 납부로 수익의 지속적 감소
자료: BMI(2008e).

표 VI-12 에기스(Egis) 손익계산서(2007년)
(단위: 백만 HUF)

구분

2006년

2007년

비고

총매출

33,267

31,948

-4.0

헝가리 국내

33,267

31,948

-4.0

수출

54,094

60,541

11.9

CIS

27264

27127

-0.5

EU

18744

19160

2.2

-

-

-

8086

14254

76.3

총매출이익

55,863

51,368

-8.0

순이익

15,525

7,664
(42.3백만 달러)

-50.6

USA
기타국가

주: 2007년 기업 대외거래 적용 환율, 1 달러 = 189.7 헝가리 포린트(HUF)
자료: Egis/annual report/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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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스(Egis)의 해외 마케팅 강화노력은 2007년 7월 러시아의
세르딕(SERDIX) 제약공장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2008년 하반기
중 공장이 가동될 전망이다. 독일 리서치 기관인 DMS에 따르면
2007년 러시아의 제약시장 규모는 143억 달러로 헝가리 국내시
장의 5배를 상회하는 시장으로 에기스(Egis)의 CIS 시장 확대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08년 2월에는 동사의 중·
동구 수출의 13%를 점하고 있는 폴란드 시장 공략을 위하여 폴
란드 제약회사인 안팜(Anpharm)을 인수한 바 있다. 에기스는 향
후 투자지분의 약 51%를 소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인 아르 에 떼
끄니끄 뒤 프로그레(Arts Et technigues Du pogres)의 제약 라이선
스와 동부 유럽 전 지역에 위치한 판매회사를 바탕으로 해외시
장 판매 강화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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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헝가리 경제협력 기본 방향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1
한·헝가리 경제협력 기본 방향

가. 경제협력 잠재력

중·동구는 서유럽과 CIS, 북부 유럽과 중동·아프리카를 연
결해줄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는 서유럽과 동유럽,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발칸 및 CIS 시장의 진출 거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헝가리는
2004년 5월 EU에 정식으로 가입함에 따라 EU의 새로운 동남쪽
국경선을 형성, CIS의 우크라이나와 아직 EU에 가입하지 못한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등 발칸 국가들과 EU의 국경선 역할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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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헝가리는 EU시장의 진출 거점인 동시에
CIS 및 발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헝가리는 일찍이 1980년대부터 민주화 시도가 이루어져 동유
럽 구사회주의권 민주화 움직임의 시초가 되었다. 1980년대 말
에 완료된 헝가리의 민주화는 그 후 폴란드와 체코 등의 민주화
는 물론 루마니아와 구유고연방 등의 독재정권 붕괴에도 직접적
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헝가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
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위해 일찍부터 경제개혁을 추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헝가리는 중·동구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
인 체제전환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헝가리는 비교적 작
은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과
감한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으로 대외신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국영기업 민영화와 금융부문 구조조정에서 헝가리는 여타
중·동구 국가들을 선도하고 있어 일찍부터 유럽진출 전진기지
로 각광을 받고 있다.
중·동구 국가들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개
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는 중·동구에서 최대의 외국
인투자 유치국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이 헝가리 대외수출의 80%,
전체 고용의 30%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헝가리는 시장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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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대외거래가 활발한 편으로 2007년 교역량은 1,866억 달러
로 GDP 대비 135%에 달하였다.
EU 가입과 함께 헝가리는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
치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숙련된 노동력확보 용이 등의
이유로 다국적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진출지역 중의 하나가 되
었다. 독일, 영국을 비롯한 EU국가들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서
방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EU 확대에 대비하여 노동집약적
인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구로 대
거 이전시켜 왔다. 한국기업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
였는데, 기존 유럽의 공장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한 삼성은
삼성전자의 영국 웨일즈 공장, 삼성SDI의 독일 베를린 공장, 삼
성전기의 포르투갈 공장들을 점진적으로 헝가리로 이전하였다.
EU 가입 당시 헝가리는 대체로 EU평균 소득수준의 75%에 미
치지 못하였는바, 이로 인해 EU예산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
고 있다. EU 구조기금과 EU 결속기금(cohesion fund)으로부터 많
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에 대규모
지원이 예상된다. 헝가리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EU 예산 지원사업으로 부다페스트 중앙하수처리시설, 부다페스
트 외곽순환도로(M0) 동부지역 건설 및 상업용 비행기 지원을
위한 레이더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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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중·동구와의 교역규모는 한국 총교역의 약 1%에 불
과하나 이 지역에 대한 무역흑자는 한국 전체 무역흑자의 10%
를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교역규모 및 수출규모 측면에서 중·
동구 시장은 그리 큰 시장은 아니나,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한국
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그 중심에 바로 헝가리가 있다.
중·동구 국가들은 EU에 가입하면서 투자환경이 EU 평균수
준으로 점차 수렴하고 있는데, 특히 헝가리의 투자환경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다. EU가입으로 EU시장 접근이 용이해짐은 물론
민간부문 개발, 은행부문 개혁, 외환 및 교역 자유화, 법제 정비
등으로 헝가리의 투자환경 개선은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헝가리는 여타 중·동구 국가들에 비해 사회간
접자본이 발달되어 있고, 금융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어 서유
럽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대상지로서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헝가
리의 가장 큰 매력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구매력이 높은 EU
시장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 약 5억 명에 1인당 GDP 약
3만 달러의 시장규모, 안정적인 민주적 정치체제, 미국의 두 배
이상인 31%의 수입의존도, 지속적인 회원국 확대와 적극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 등은 EU가 앞으로도 세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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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경제규모와 시장 지위를 누릴 것이라는 전망을 더욱 확고
히 하고 있다.

나. 경제협력 기본 방향

한·헝가리 경제협력은 기업간 전략적 제휴에서부터 정부 간
협력체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범위와 내용면에서 포괄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측은 우선 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제휴와 공동 기술개발, 더 나아가서는 공동 생산과 제3국
공동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측 기업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양측 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적극 후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 시장 진출거점과 CIS 및 발칸지역 진출의 교두보
마련, 헝가리는 자본 및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산업부문 경쟁력
강화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측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헝가리는 경제·정치
적인 면에서 한국 정부 혹은 기업이 유럽과 CIS 및 발칸 국가들
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거
점이다. 또한 헝가리는 최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기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FDI 유치를 통한 선진기술 및 비즈니스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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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이 IT부문에서 선진기술을
조기에 습득하여 경쟁력을 강화한 데 대해 헝가리 정부가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략을 벤치마킹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경협목표 달성을 위해 양측은 상호간 시장개방
뿐 아니라 비용을 분담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인접 시장에 공
동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양측 간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
면서 교역과 투자 및 기술협력을 확대하여야 하며, 세계시장에서
견고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양측 간 경제협
력은 양측 기업의 구조조정 및 효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통
한 글로벌화의 주요 촉진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 경험 및 자본력과 헝가리의 전문 기술
인력 및 양질의 노동력간의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
개발과 개발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할 경우 양측 산업의 기술경
쟁력 제고와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헝
가리의 풍부한 고급 노동력과 한국 기업의 응용기술을 결합하여
제품을 헝가리에서 공동 생산, 인근 제3국에 수출할 경우 헝가
리의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하여 양측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다.
양측간 경제협력방안의 일환으로 한·헝가리 기업간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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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가 이루어지면 저렴한 비용으로 위험을 분산하면서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지식의 원활한 교환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양측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될 경우 경쟁 제품의 다양화나 경쟁 열위 제품의
퇴출에 따라 국내외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제
고될 수 있다. 또한 양측 기업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역주의
와 기술패권주의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면서 신속히 글로벌화를
추진할 수 있다. 양측 기업 간 전략적 제휴는 양국 시장에서 유
통망과 특정 지식을 공동 활용하여 보다 적은 자원과 시간을 투
입하고도 동시에 다수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
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측 기업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보유
자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자력으로 신기술개발과 신 시장
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다. 즉, 양측 기업간 전
략적 제휴는 양국 간 합작투자법인의 효율적 관리능력 배양과
경영자원을 핵심역량 강화에 집중시킬 수 있는 경쟁력강화 수단
인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제휴는 양측 기업 간 상호 보완적인
기능과 비교우위 분야의 결합을 통해 최소한의 투자로 연구개
발, 생산, 마케팅 능력을 강화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양측의 경
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구 지역에 대한 FDI는 첫째,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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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형, 둘째, 시장 접근형, 그리고 셋째, 자원 접근형 등 크게 3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42)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의 투자는 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형태의 혼합이다. 낮은 인건비 등에 기초한
생산비용 절감이 기본적인 목표였으며, 여기에 EU가입을 염두
에 두고 헝가리를 거점으로 한 EU시장 접근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함께 고려된 것이다. 한국의 헝가리를 포함한 대중·동
구 투자는 건당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고 제조업 부문에 대
한 투자의 편중성이 매우 심한 편이었다. 이는 EU시장을 겨냥하
고 투자대상국 내수보다는 EU시장 전체의 수요에 맞추어 대규
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주로 제조업 부문의 생산비 절감
이 투자의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헝가리는 향후 경제구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특히 EU
가입 이후 무역구조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된 EU 가입 준비 과정에서 헝가리는 무역구조에 이
미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시장경제로의 전환 초기에는 가장 숙
련도가 낮은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보였던 무역구조가 EU 가입
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숙련도가 높은 산업에서 경쟁
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43) 또한 경제수렴 과정을
42) EBRD(2003), pp. 9192.
43) Wőrz(2003), p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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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헝가리의 무역구조는 앞으로 EU의 무역구조에 더욱 수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헝가리의 무역구조는 아직까지 기존 EU 회원국은 물
론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비교
우위가 있고 고부가가치산업에서는 비교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 EU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헝가리에서
생산된 제품과 경합관계에 있을 가능성은 아직까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헝가
리 제품과 경합을 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겠지만 최소한
중단기적으로는 기존 EU-15 시장에 대한 우리의 수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하에 한국기업 진출 전략의 기본방향으
로 헝가리 시장을 대EU 수출증대를 위한 판매거점, 대EU 우회수
출을 겨냥한 생산거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IT산업의
유럽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헝가리는 서유럽과 CIS, 북유럽과 남부유럽 사
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수송 인프라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 유럽시
장 전체를 겨냥한 물류거점으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헝가리는 IT산업 분야에서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잠재력도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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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헝가리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자사의 현지생산
법인을 설비확충을 통해 EU시장 전체를 겨냥한 생산거점으로
확대 개편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헝가리의 무역구
조가 점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
로 한국의 현지법인들이 이러한 추세를 적극 주도하여 세계에서
가장 구매력이 큰 EU시장을 측면 공략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
다. 이와 함께 한국의 유수 IT 기업들은 중국 IT시장의 수요증가
가 한계에 달함에 따라 헝가리 시장을 한국 IT산업의 유럽진출
거점으로 개발해보는 것도 매우 시의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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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자동차산업

최근 헝가리를 비롯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부유럽
4개국에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 및 관련 업체들의 진출이 러시를
이뤄 중부유럽이 새로운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진출은 협력 부품업체들의 동반 진출을 자
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업체
와 타이어 제조업체들의 중부유럽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
처럼 중부유럽에 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북으로 폴란드, 남으로
헝가리, 서쪽으로 체코를 잇는 광범위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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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어 이 지역에 생산거점을 둔 완성차 업체들은 원활한 부
품 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서유럽 자동차 메이저들의 중부유럽 진출이 가장 활발한 가운
데, 미국 업체들의 진출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본 업체들
은 대체로 선전하고 있다. 중·동구 시장은 아직 소득수준이 높
지 않아 중·저가형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업체
들의 비교우위는 중대형 고급 모델에 있었고 중소형 모델에서는
서유럽 및 일본 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이 다소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중·동구 시장에서 고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
본 최대 자동차 업체 도요타가 PSA와 합작으로 체코에 생산거
점을 구축, 유럽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
여 일본의 많은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중·동구에 진출해 있다.
기아자동차의 슬로바키아 질리나 생산공장 건설과 현대자동
차의 체코 오스트라바시 인근 노소비체 생산공장 건설과 함께
한국 자동차 관련 업체들은 헝가리를 포함한 중부유럽 진출을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자동차산업은 전기·전자 업종처럼
저렴한 인건비를 따라 단기간에 동쪽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건 불가능한바, 현재 시점에서 생산거점은 인건비 상승에도 불
구하고 자동차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헝가리를 포함한
중부유럽이 적합하다. 기본적으로 부품업체들의 슬로바키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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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동반 진출이 유망하나, 질리나와 오스트라바가 헝가리 국
경과 그리 멀지 않다는 점과 최근 슬로바키아 및 체코의 대규모
자동차업체 진출러시로 임금급상승과 노동력부족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헝가리와 같은 인근 국가 진출도 고려해 볼 만하
다. 최근 한국타이어가 약 5억 유로 규모를 투자하여 헝가리에
타이어 생산공장을 건설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는 당시 부지선택이 헝가리의 물류, 생산원가, 숙련
된 기술인력, 서유럽과의 접근성,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고려
하여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헝가리 북부에 인접해 있는 슬로바키아와 체코에 기아자동차
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생산 공장을 세워 진출하게 되면서 앞으
로 현지화 전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VII-1]과 같이
중·동구에서 우리 기업이 완성차 제조공장을 이미 슬로바키아
와 체코에 건설한 상황이므로 헝가리에 새로 자동차 생산기지를
설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헝가리는
슬로바키아 및 체코 공장을 위한 부품 및 액세서리의 공급기지
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과 현대차
체코 공장은 헝가리의 북부지역과 인접해 있으므로 우리 부품업
체가 헝가리 북부 쪽에 부품 및 연관제품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물론 헝가리의 자동차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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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의 비즈니스도 추진할 수 있다. 최근 체코나 슬로바키아
로 외국 투자기업의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국인
이들 나라에서 노동력 부족이나 임금의 빠른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자동차와 전자의
접목, 즉 부품의 전자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
라가 전자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용
전자부품의 생산과 납품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I-1 우리 기업의 중·동구 자동차 생산공장 추진 현황

총투자금액
연간 생산량
(유로)

기업명

공장 위치

진행현황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
질리나
(Zilina)

1,015백만

30만 대

- 2004.2 현지법인설립
- 2004.4 공장 기공식
- 2006년 말 양산

현대
자동차

체코
노소비체
(Nosovice)

1,000백만

30만 대

- 2006.5 투자협정계약
- 2008년 말 양산 계획

자료: 각종 자료 종합.

나. IT산업
외국기업의 중·동구 진출이 가장 활발한 산업은 전자 분야인
데, EU시장이 통합되고 동쪽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장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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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쟁에 직면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대 초반
중·동구 국가들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서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던 전자업체들은 자연스
럽게 시장을 동쪽으로 확대하였다.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신청이 이루어진 1990년대 중반부터 서유럽의 생산거점이 본격
적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주로 서유럽에 있던
생산설비 전부 혹은 일부만이 중·동구로 이전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R&D거점의 중·동구로의 이전도 추진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헝가리의 IT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특
히 모니터 생산을 중심으로 IT산업의 집적이 이루어졌다.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EU 기업들은 물론 미국 및 아시아의
전자 업체들도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보다 공격적인
시장 공략을 위해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구 진출을 적극 추진하
였다. 현지 기업과의 M&A 추진, 서유럽 경쟁업체와의 전략적 제
휴, 현지의 유력한 유통업체와의 협력체제 강화 등을 통해 미국
및 아시아 전자 업체들의 헝가리 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미국의 GE를 비롯한 다국적기업들은 최근 헝가리에 생산, 판매,
서비스 및 연구개발 부문을 집중시켜 이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전
체를 총괄하게 하는 이른바 헝가리 거점화전략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헝가리가 세계 유수 전자업체들의 새로운 본거지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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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받고 있는 데에는 오랜 전자산업 전통, 값싸고 풍부한 숙련노
동력, 시장의 성장 잠재력 등의 이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였다. 헝가리는 과거 사회주의 시절부터 전자산업 기반이 형성
되어 연관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저임의 숙련노
동력이 매우 풍부하였다. 또한 헝가리를 포함한 중·동구 시장
자체가 EU가입 이후 구매력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및 건설업
호황 등 전자제품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
되었다. 특히 가격에 비해 운송비와 거래비용에 민감한 가전제
품은 EU시장만을 겨냥하면, 운송비와 관세 등을 고려할 경우
중국에서의 생산보다 헝가리에서의 생산이 훨씬 유리한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외국기업들의 활발한 진출 움직임과 헝가리의 지정학
적 이점 등을 참고하여 한국 IT산업의 헝가리 진출 및 확대 전
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단계별로 1단계에는 헝가리에
중·동구 거점을 확보하고, 양국 IT 기업간 기술제휴를 유도하
는 것이 초기 전략으로 유효할 것이다. 즉, 헝가리에 연구개발,
물류, 서비스 등의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동
구 IT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IT제품의 EU시장 수출거점을 헝가리에 두고 서유럽 시장을 공
략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초기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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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IT 기업간 기술제휴를 통해 제품을 공동개발하고 서유럽,
중·동구 및 CIS 시장의 공동 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단계에는 폴란드를 비롯한 중부유럽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루마니아에 제2 거점을 확보하는 중기 전략이 필요하다. 초기
헝가리 거점 구축을 기반으로 중·동구에서 시장이 가장 큰 폴
란드를 비롯하여 여타 중부유럽으로 시장을 확대해야 할 것이
다. 또한 발칸 및 CIS 시장을 겨냥하여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인건비가 가장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루마니아에 중·동구
제2의 생산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3단계에서 헝가리에는 연구개발 거점을, 루마니아
에는 생산 거점을 두고 전 유럽시장을 공략하고 발칸 및 CIS 시
장을 개척하는 장기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기 전략으로
추진된 루마니아의 제2 거점을 전 유럽 및 CIS 시장을 겨냥한
생산거점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인근 헝가리의 연구개발 거점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즉, 헝가리에 R&D 센터를
비롯한 연구개발 거점과 루마니아에 생산거점을 구축하여 IT제
품의 유럽시장 진출을 확대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CIS와 같은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헝가리는 물류 및 수송인프라가 뛰어나 한국 IT제품
의 서유럽 수출거점으로 적합하며, IT서비스 부문에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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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가 덜된 초고속인터넷 부문의 협력이 유망할 것이다. 지
난 2004년 10월 한·헝가리 IT 차관회담에서 초고속인터넷, 전
자정부, IT인력교류, R&D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에 관한 의견이 이미 교환된 바 있다. 특히 KT와 Matav 간 초고
속인터넷 솔루션 관련 협력 및 e-Government, 정보보호 협력 등
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단기적으로 한국 IT 제품의 헝가리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PDP
및 LCD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DVD 플레이어 등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품목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 현재 Nokia의
저가제품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휴대전화기 시장은 향후 소득
수준 향상으로 한국산 다기능 고급형 단말기 수요가 확대될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전략으로 유럽시장을 겨냥
한 IT제품의 R&D 센터를 헝가리에 설치하는 방안이 한국 IT 제
품의 유럽수출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
신서비스 부문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선통신 부문의 성장이
답보상태인 반면, 무선통신 부문이 급성장하고 있어 모바일 서
비스 부문에 대한 진출이 유망할 것이다. 헝가리는 이미 통신서
비스 주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시장에 추가 사업자로 진출
할 여지는 거의 없으나, 향후 차세대 서비스 도입시 기존 사업
자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은 다소 가능성이 존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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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I-1 헝가리 IT분야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

ㅇ 1980년대 후반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을 시작, EU 경
제권으로의 편입을 목표로 개혁과 개방을 꾸준하게 추진
ㅇ 정치적 안정하에 경제는 2010년부터 4% 이상의 안정적 성장세

정치경제
현황·전망

유지 전망

+
ㅇ 유선통신 부문의 인프라 취약, PC 및 인터넷 보급률 저조
ㅇ 무선통신 이용자 수 급격히 증가, 통신서비스 부문의 빠른 성
장

IT 발전
수준

ㅇ 소프트웨어 부문에 전문가와 숙련된 노동력 풍부

+
ㅇ 지식기반경제 육성을 위해 ICT 환경개선에 주력
ㅇ EU 가입 앞두고 통신시장 진입 완전 자유화
ㅇ 최근 IT산업의 급속한 성장, EU 가입으로 시장 확대

IT정책
및
시장전망

ㅇ 기존 EU 회원국들과의 IT발전 수준 격차로 당분간 급성장 전망

⇩⇩
진출전략
정책, 시장 및 기술 측면에서
유망 진출분야 선정
① 정책: 인터넷 서비스
② 시장: 무선통신

협력방안
ㅇ 기업간 전략적 제휴로부터 정부간
협력체제구축에 이르는 포괄적 협력
ㅇ 기술제휴 및 공동 기술개발 → 공동
생산 → 제3국 공동 진출

③ 기술: 소프트웨어
⇦
<단기> 헝가리에 진출거점 확보
ㅇ 양측간 무역불균형 시정 노력과 함
<중기> 폴란드로의 협력 확대 루
께 IT부문의 교역과 투자 및 기술협
마니아에 제2 거점 확보
력 확대
<장기> 헝가리-루마니아의 개발 ․
ㅇ 양측 기업간 상호 보완적인 기능과
생산 거점
비교우위 분야의 결합
거점 ⇒유럽시장 공략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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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신서비스 부문 보다는 헝가리에서 최근
다국적기업과 현지의 고급인력에 의해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Nokia,
Siemens, Ericsson, IBM, Oracle, Siemens-Sysdata, SAP 등이 헝가리
에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다.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헝가리는 동구권에서 전통적으로 컴퓨
터 부문의 선두주자였으며, 최근에는 서유럽 기업들의 아웃소싱
공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바, 소프트웨어 부문에 전문가와 숙
련된 노동력이 풍부하다.

다. 금융산업

헝가리 금융시장 현지 고객의 특성을 살펴보면, 단기 저축성
향이 강하고 대출은 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융을 주로 이용
하고 있다. 급여소득자는 소득세, 사회보장세 및 연금 등 높은
공제율로 가처분소득(총급여의 55%)이 적어 저축성향은 낮은 편
이다. 또한 1주일 또는 1개월 단위의 단기저축상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만기에 Roll-Over 되고 있다. 현지인들은 대
부분 모기지 대출(Mortgage Financing)이나 자동차 대출(Car
Financing)을 이용하여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함에 따라 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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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수익성도 양호하다.
헝가리 금융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금융시스
템 구축을 통한 시장 확보 여부이다. 경쟁이 치열하여 역마진
상황에 가까운 기업금융 보다는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소비자금융, 자산운용, SOC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부문에 영업을 집중하는 것도 관건이다. 한국계 은행
의 현지 진출시 기업금융에 있어서는 일부 헝가리 중견기업이나
한국계 글로벌 기업 연관 중소기업에 대해 마케팅이 가능할 것
이다. 그러나 현지 우량 대기업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대
형은행과 자국출신 금융기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한국계 글
로벌 기업들도 대형 외국계 은행을 이용하는 추세이다.
산업은행은 1989년 12월 대우증권에 의해 설립된 헝가리 대
우은행을 2002년 12월 헝가리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인
수하였으며, 2003년 3월에는 은행명을 KDB Bank로 변경하였다.
그 후 KDB헝가리는 삼성SDI, 한국타이어 등 대규모 현지 투자
기업은 물론 이들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업종과 규모 등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루마니아 대우조선 및 두산중공업, 슬로바키아 삼성전
자 및 기아자동차, 체코 현대자동차 등 중·동구권 진출기업 및
연관 진출 중견기업에 대한 현지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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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권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이와 함께 헝가리 국영 및 대형
우량기업에

대해

본점과

연계한

투자은행업무(Investment

Banking)를 추진하고, 과거 3년간 영업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실
적 등 우량기업 선별기법에 의거하여 현지 우량 중견기업에 대
해 대출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KDB 헝가리는 저마진
기업금융과 고수익 소비자금융을 조합하여 안정적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산 확충을 위한 국채위주의 유가증권 투자
와 예수금 확대를 통한 자체자금 조달기능 확대를 위해 노력하
고 있다.
KDB 헝가리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금융서비스업의
헝가리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IT시스템의 신규구축과 EU기준에
부합하는 내규체제 전면 재정비가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
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금융서비스업이 헝가리 시장에
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IT시스템인데,
KDB 헝가리는 2002년 9월 새로운 IT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2006년 2월까지 3단계로 구분, 단계적으로 신규 시스템을 개통
하였다. KDB 헝가리는 여·수신, 외국환, 자금, 회계 등 핵심적
인 은행 업무 뿐 아니라 콜센터, PC뱅킹 등 전자금융과 인사, 예
산 등 지원업무에 이르는 광범위한 통합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한
것이다. 또한 헝가리 금융관련 법규 및 EU 회계기준을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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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기본규정, 2004년 업무관련 규정 및 절차, 2005년 실무
매뉴얼 등 총 100여 개 내규를 신규 제정하는 등 EU기준에 부
합하도록 내규체제를 전면 재정비하였다.
KDB 헝가리의 과감한 현지화 추진전략은 우리의 후발업체들
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주요 성공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KDB헝
가리는 한국 진출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기업금융에만 영업을 국
한시키지 않고 현지소매금융을 비롯한 은행업무의 현지화를 과
감하게 추진하면서 기업금융거래 이외에 직원사내대출, 자금거
래 집중관리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수반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헝가리 내 지점망의 확대 등을 통해 현
지화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능
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일상 업무의 추진은 현지인 중심으로 내
부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일부 경영층까지 우수한 현지 인력을
충원하면서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은 경영관리 업무에 주력하였
다. 영업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상호 견제토록 설계하
고 준법감시실, 내부감사실을 독립 조직화하여 행장, 이사회, 감
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 내부통제 조직을
강화한 것도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공정한 실적평가 및 인센티브시스템 도입도 우리가
KDB 헝가리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요 성공요인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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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KDB 헝가리는 수익성 위주의 영업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성과 관리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계량화
된 부점별 수익 측정 모델을 개발하는 등 영업조직별 공정한 업
적평가를 추진하였다. 또한 성과보상을 통한 현지직원의 동기부
여 및 자발적 영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급여구조를 기본급여
와 인센티브로 나누고 목표이익을 설정하여 달성률과 개인별 공
헌도에 따라 보상을 차별화하는 개인별 성과보상 제도를 도입하
였다.

라. 제약산업

헝가리는 중·동구에서 최대 제약기업들이 운집해 있으며 산
업 내 경쟁을 통해 기술향상이 지속되고 있다. EU 가입 이후 제
약생산, 품질관리 및 판매에 대한 관리가 업그레이드되어 산업
경쟁력 면에서 중·동구 내 수위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바이오
기술(Biotechnolgy)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미래 제약산업 환경변화에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경쟁력 영위를 위한 외국투자
기업의 지속 유입 및 기존 투자기업의 추가투자 확대도 매우 고
무적인 현상으로 기존 유수 제약업체와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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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입지는 더욱 견고해 질것으로 보인다.
한편 헝가리 의약품 시장에는 현지 생산제품과 외국 수입제품
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특히 수입시장은 EU 제품들이 장악하
고 있는 상황이다. 헝가리가 EU에 가입한 후 제약 관련 규정도
EU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EU 역외국 제품의 경우 현지 등록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국산 완
제품 의약품을 헝가리에 수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완제품보다는 현지의 제약회사를 겨냥하여 원료 의약품 수출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의약품 원료는 국제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EU 시장 진출에 요구되는 인증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백신류, 시약류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
진 제품의 수출에 주력하는 방안도 적절하며, 백신 등은 현지
입찰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사나 현지 판매법인 설립, 나아가서 헝가리
업체와의 합작, 현지 업체 인수 등을 통한 직접투자 방안도 추진
해 볼 만하다. 단순 수출에서 한걸음 나아가 과감한 광고홍보 활
동, 약품 등록 등을 위해서는 현지 조직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헝가리 제약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규투자(greenfield
investment)와 기존기업 인수합병 등이 모두 유효하며, 외국 기업
의 진출이 활성화되지 않은 유통시장 진출도 유망하다. 또한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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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 투자진출시에는 내수시장이 비교적 작아 EU, 중·동구 및
CIS 권역 등 인근지역 시장까지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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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헝가리 자동차산업에 대한 주요 외국계 투자기업 현황

① 마지르 스즈키
(Magyar Suzuki)

o 종업원 수: 1,800
o 설립연도: 1991
o 생산량: 자동차 163,771대(2006년)

설립 개요
스즈키(Suzuki)의 헝가리 현지 자회사로, 헝가리 내 자동차 생산업체 중 선두이
다(1991년 설립). 에스테르곰(Esztergom)에 위치하고 있으며, 35,000㎡ 규모이
다. 스위프트 세단(Swift Sedan)의 생산을 시작으로, 왜건(Wagon) R+와 이그니
스(Ignis)를 각각 2000년과 2003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현황
2006년 1분기의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하였다. 스즈키(Suzuki)는 3
번째‘글로벌 전략 모델’인 SX4의 헝가리 공장 생산을 2005년 12월 시작하였
다. SX4는 Swift 승용차와 SUV를 혼합하여 디자인되었다. Swift와 그랜드 비타라
(Grand Vitara) SUV는 Suzuki의 글로벌 전략 모델로 생산되었다. 2003년 4월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피아트(Fiat)와의 공동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Fiat는 디
젤 및 가솔린 엔진을 공급하고 있으며, Suzuki는 기타 부품을 담당하고 있다. 마
지르 스즈키(Magyar Suzuki)는 해당 모델을 60,000대 생산할 예정인데, 이 중
40,000대는 유럽에서, 나머지 20,000대는 피아트 세디치(Fiat Sedici)라는 브랜
드로 판매될 예정이다. SX4는 2006년 3월 제네바 모터쇼에 공개되었으며, 스위
프트 컴팩트(Swift compact) 승용차와 SUV를 혼합하여 디자인한 차량이다.
Suzuki는 2006년 460억 포린트(1억 7,500만 유로)를 투자하였다. 2006년 7월
Magyar Suzuki는 7,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기존 연간 170,000대 생산에서
2008년 300,000대 생산으로 증가시킬 계획을 발표하였다. 2007년 상반기에는
500억 포린트 이상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Magyar Suzuki는 2007년 1
분기까지 헝가리시장의 선두 기업이었으나, 판매량은 19%가 감소한 7,762대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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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펠(Opel)
제네럴 모터스
(General Motors)

o 종업원 수: 840명
o 설립연도: 1991년

설립 개요
오펠 헝가리(Opel Hungary)는 헝가리 내 2위 판매업체이다. 1991년 미국 거대
기업인 GM과 부품 제조업체인 라바(Raba)의 조인트벤처를 통하여 진출하였으며,
1994년 오펠 헝가리(Opel Hungary)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1.4, 1.6, 1.8리터 16밸브 배출억제기술(Emissions Control Optimisation Technology) 엔진을 생산하여 타 중·동구 국가들 내 오펠(Opel) 제조업체들에게 수
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엔진들은 코르사(Corsa), 타이그라(Tigra), 아스트라(Astra), 벡트라(Vectra), 자피라(Zafira) 모델들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해당 공장은
엔진의 실린더 헤드와 무단변속기(CVT)도 생산하고 있다.

최근 현황
헝가리는 오펠(Opel)의 중·동구 중심지이다. Opel South East Europe Ltd.
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의 Opel 브랜드에 대한 판매 및 지원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GM의 캐딜락(Cadillac) 모델의 경우 부다외르시(Budaors)
에 중·동구 본부를 두고 있다. 해당 사무실은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슬로베니아, 발틱 국가들에서 Cadillac의 판매, 마케팅, 서비스 및 부품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센트고트허르드(Szentgotthard)에 위치한 GM 공장은 중국 상용
차들에 기어박스도 공급하고 있다. GM Hungary는 2004년 약 1,000만 유로에
해당하는 약 1,250개의 Allison 기어박스를 중국에 수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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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우디 헝가리 모터
(Audi Hungaria Motor)
폭스바겐(Volkswagen)

o 종업원 수: 4,900명
o 설립연도: 1993년

설립 개요
아우디(Audi)는 폭스바겐(Volkswagen) 그룹의 계열사로, 1993년 4월 설립되었
으며 헝가리 내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이다. 지외르(Gyor)에 위치하고 있으며,
Audi, VW, Skoda, SEAT 모델들에 조립되는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해당 단지
내에는 엔진개발 센터도 위치하고 있으며, 모델들의 재개발 및 현대화를 포함한
제품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현황
아우디 헝가리아(Audi Hungaria)는 지외르(Gyor) 공장에서 Audi A3 카브리올
레(Cabriolet)의 생산을 시작하였다. 해당 모델의 생산 계획은 2007년 초 발표되
었으며, 모기업인 Audi는 2015년 1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Audi는 신
규 Cabriolet 모델의 헝가리 공장 생산을 위하여 약 500만 유로를 투자하였다.
Audi는 TT 스포츠카의 생산에 2억 3,000만 유로를 투자하였는데, 이 중 헝가리
공장 운영에 약 10%를 할당하였다. Audi TT의 차체제조 및 도색 공정은 독일의
잉골슈타트(Ingolstadt)에 위치하고 있는 Audi 공장에서 진행된다. 해당 공장은
2007년 상반기 32,000대 이상을 생산하였고 엔진 생산 또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
하였는데, 전년대비 1.3%가 증가한 1,013,697대를 생산하였다.
아우디 헝가리아(Audi Hungaria)는 2006년 4월 헝가리 공장에서 10실린더 가솔
린 직분사방식(FSI) 엔진의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생산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해당 공장은 2006년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4%가 증가한 493,831대의 엔진을
생산하였다. 해당 엔진의 약 46%는 4 실린더 펌프 분사방식으로 생산되었으며,
14%는 터보과급기 및 FSI 시스템이 장착된 4 실린더 가솔린 엔진, 8%는 코몬레
일 시스템이 장착된 6 실린더 디젤엔진이었다. Audi S6 및 S8 모델에 사용되는
V10 엔진의 도입으로 헝가리 공장의 Audi 엔진 종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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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포드
(Ford)

o 종업원 수: 4,900명
o 설립연도: 1993년

설립 개요
포드(Ford)는 현지 자회사인 포드 헝가리아(Ford Hungaria)를 1990년부터 운
영하기 시작하였다. 헝가리 내 5대 생산업체 중 하나로(5%의 시장점유율로 8위
기록 중), 수출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 쎅께쉬페히르바르(Szekesfehervar)에 위
치하고 있는 공장은 연료 펌프, 시동모터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지 시장뿐만이
아니라 유럽, 남아메리카, 일본의 포드(Ford) 업체들에게 수출되고 있다.

⑤ 라버 야르뮤이뻐리 홀딩
(Raba Jarmuipari Holding)

o 종업원 수: 3,500명
o 설립연도: 1896년
o 매출액: 2억 2,630만 달러(2005)
설립 개요

라바(Raba)는 철도운반차량 제조업체로서 1896년에 설립되었으며, 1914년 첫
승용차를 생산하였다. 해당 업체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버스 생산시설은 분리시켜 독립운영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이카루스버스(Ikarus
bus)이다. 그 이후 Raba는 차축 및 부품 생산업체로 특화되었으며, 군용 차량도
생산한다.
최근 현황
1992년 해당업체는 정부가 주요 주주인 주식회사로 변형되었으며, 1997년 부
다페스트 주식거래에 상장되면서 민영화가 되었다. 해당업체는 차축, 부품 및 특
수 차량을 생산하며 분리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라바(Raba)는 민영화된 이
후 국방부 등에 군용차 납품과 국내 및 외국계 회사에 건설용 차체를 공급하며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 Raba의 적자 규모는 20억 포린트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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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덴소(Denso)

o 생산량 (FY 2005): 260,000 대
o 설립연도: 2002년

설립 개요
일본 부품 생산업체로서, 2002년 센트고트허르드(Szentgotthard)에 헝가리 첫
공장을 건설하였다. 11,000㎡ 규모의 공장은 소형디젤 엔진용 분배 연료분사 펌
프인 ECD-V5와 ECD-U2P 코몬 레일 시스템(Common Rail System)을 포함한
연료 분사 제품들을 생산한다. 가변 캠 타이밍 시스템, 듀티 진공 전환 밸브, 배
기가스 재순환 밸브, 전자 조절 컨트롤 등을 포함한 시스템 컨트롤 부품 들을 생
산하고 있다. 생산제품은 유럽에 진출해 있는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공급되
고 있다.
최근 현황
덴소(Denso)의 헝가리 공장은 2004/200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260,000대의
코몬레일 시스템을 생산하였으며, 해당 일본업체는 유럽판매를 더욱 증가시킬 방
법을 찾고 있어 공장의 생산량 증가가 예상된다. 덴소(Denso)는 코몬레일 시스템
을 헝가리 내 8개 도요타(Toyota) 디젤 모델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르노(Renault)
의 에스빠스(Espace) 미니밴 및 벨 싸티스(Vel Satis) 모델에 사용되는 이스즈(Is
uzu)의 3.0리터 V-6 디젤엔진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 2005년 10월Euro 4 배기
기준에 맞추어 디자인된 신규 PSA-Ford 2.2리터 디젤엔진에 대한 공급업자로
선정되었다. 해당 엔진의 코몬레일 장치는 Denso의 헝가리 공장으로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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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델피 아우토모티브

o 종업원 수 : 1,600명
(Delphi-Automotive) o 설립연도 : 1990년

설립 개요
미국 부품 제조업체로서 헝가리에 2개의 조인트벤처를 운영하고 있다. 델피 팩
키지 헝가리(Delphi Packard Hungary)는 1990년 솜버트헤이(Szombathely)에
설립되었다.
최근 현황
델피(Delphi)의 신규 조인트벤처로서, 2001년 설립되었으며 르노(Renault) 차
량에 사용되는 가변형 컴팩트 컴프레서(Compact Variable Compressor)를 생산
하고 있다. 6 또는 7 실린더 CVC를 모두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시설이 풀가동될
경우 연간 생산량은 100만 대이다. 델피(Delphi)는 세계적으로 8,000명을 채용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04년 1월에는 델피 칼소닉(Delphi Calsonic)에 500만
달러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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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헝가리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연락처
1. 주요 협회
가. 헝가리 자동차협회(Hungarian Automotive Industry Association: AHAI)
주소 : H-1119 Budapest, Major u. 69.
전화 : +36-1-382-9805
팩스 : +36-1-382-9810
홈페이지 : www.mge.hu
주요 사항 : Audi와 Suzuki를 포함한 10대 제조사 포함

나. 헝가리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연합(Hungarian Vehicle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MAJOSZ)
주소 : H-1119 Budapest, Bártfai u. 5/B.
전화/ 팩스 : +36-1-203-8144
홈페이지 : www.majosz.hu
주요 사항 : 298개 자동차부품 제조 업체 포함

다. 헝가리 자동차수입 업체 연합(Hungarian Vehicle Importers
Association: MGE)
주소 : H-1132 Budapest, Vaci ut 18.
전화/팩스 : +36-1-239-6029
홈페이지 : www.mge.hu
주요 사항 : 37개 자동차 수입업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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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논 자동차 클러스터(Pannon Automotive Cluster: PANAC)
주소 : H-9027 Győr, Gesztenyefa u. 4.
전화 : +36-96-506 917
팩스 : +36-96-506 927
홈페이지 : www.autocluster.hu
이메일 : info@autocluster.hu

2. 관계 부처
헝가리 경제교통부(Ministry of Economy and Transport)
주소 : H-1055 Budapest, Honved u. 13-15.
전화 : +36-1-374-2700
팩스 : +36-1-302-2394
홈페이지 : www.gkm.gov.hu
이메일 : miniszter@gmh.gov.hu

3. 자동차 모터쇼 개최기관
헝가리 엑스포(Hungexpo Co. Ltd.)
주소 : H-1101 Budapest, Albertirsai u. 10.
전화 : +36-1-263-6378
팩스 : +36-1-263-6386
홈페이지 : www.hungexpo.hu 혹은 www.automobil.hungexpo.hu
이메일 : automobil@hungexpo.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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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자동차 제조 업체
가. Audi Hungaria Ltd.
주소: H-9027 Győr, Kardán u. 1.
전화: +36-96-661-000
팩스: +36-96-661-210
홈페이지: www.audi.hu
이메일: pr@audi.hu
매출액: 59억유로 (2007)
제조 영역: 차량 및 엔진

나. Magyar Suzuki Corporation Ltd.
주소 : H-2500 Esztergom, Schweidel József u. 52.
전화 : +36-33-541-212
팩스 : +36-33-414-205
홈페이지 : www.suzuki.hu
매출액 : 16억 달러(2006)
제조 영역 : 승용차 조립

다. RABA Holding Nyrt.
주소: H-9027 Győr, Martin u. 1.
전화: +36-96-622-600
팩스: +36-96-624-069
홈페이지: www.raba.hu
이메일: raba@raba.hu
매출액: 232백만 달러(2007)
제조 영역: 트럭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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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chwarzmüller Ltd.
주소 : H-2330 Dunaharaszti, Jedlik Ányos u. 43.
전화 : +36-24-503 000
팩스 : +36-24-503 001
홈페이지 : www.schwarzmueller.com
이메일 : office.budapest@schwarzmueller.com
매출액 : 84백만 달러(2005)
활동 영역 : 자동차 부품 등 국내외 판매

마. EXBUS Nyrt.
주소 : H-1165 Budapest, Ujszász u. 45.
전화 : +36-1-401-7399
팩스 : +36-1-407-2931
홈페이지 : www.exbusnyrt.hu
매출액 : 32.5백만유로(2006)
제조 영역 : 버스 조립

바. Kravtex Ltd.
주소 : H-9022 Győr, Liszt Ferenc u. 7.
전화 : +36-96-316508
팩스 : +36-96-52 35 71
홈페이지 : www.kravtex.hu
이메일 : kravtex@kravtex.hu
매출액 : 15,00만유로(2006)
활동 영역 : 버스 조립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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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부품 공급업체
가. Robert Bosch Kft.
주소 : H-3000 Hatvan, Ring Kálmán ut 5.
전화 : +36-37-549-111
팩스 : +36-37-549-112
홈페이지 : www.bosch.hu
이메일 : laszlo.schmiedt@hu.bosch.com
메출액 : 789 백만 달러(2006)
사업 영역 : 자동차 및 전기부품

나. GM – Opel.Powertrain Kft.
주소 : H-9971 Szentgotthárd, Füzesi út 15.
전화 : +36-94-551-184
팩스 : +36-94-551-048
홈페이지 : www.gmeurope.com
매출액 : 534백만 달러(2006)
사업영역 : 엔진 등 e

다. DENSO Gyürtü Magyarorszüg Kft.
주소 : H-8000 Szekesfehervar, Holland fasor 14.
전화 : +36-22-552 000
팩스 : +36-22-552 099
홈페이지 : www.denso-europe.com
이메일 : z.makovsky@denso.hu
매출액 : 백만 달러(2006)
사업 영역 : 차량 부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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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LEAR Corporation Hungary Kft.
주소 : H-2100 Gödöllő, Haraszti út 4.
전화 : +36-28-520-300
팩스 : +36-28-520-399
홈페이지 : www.lear.com
이메일 : aschwartz@lear.com
매출액 : 473백만 달러(2006)
사업 영역 : 차량용 케이블 등

마. LuK Savaria Kuplunggyarto Kft.
주소 : H-9700 Szombathely, Zanati út 31.
전화 : +36-94-514-100
팩스 : +36-94-514-130
홈페이지 : www.luk.de
이메일 : info@luk.hu
매출액 : 427 백만 달러(2006)
사업 영역 :클러치 관련 용품 등

바. VISTEON Hungary Kft..
주소 : H-8000 Szekesfehervar, Aszalvölgyi út 9-11.
전화 : +36-22-530-300
팩스 : +36-22-530-157
홈페이지 : www.visteon.com
이메일 : dboros@visteon.com
매출액 : 290 백만 달러(2006)
사업 영역 : 자동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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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DELPHI Hungary Autoalkatrüsz Gyürtü Kft..
주소 : H-9700 Szombathely, Zanati út 29/A.
전화 : +36-94-517-800
팩스 : +36-94-328-838
홈페이지 : www.delphi.com
매출액 : 187백만 달러(2006)
사업 영역 : 자동차 부품

6. 주요 수입상 리스트
업체명

주소

전화

팩스

Citroen Hungária
Kft.

1112 Budapest
Budaőrsi út 31/C.

+36 1
309
30 00

Daewoo Motor
Kft.

1119 Budapest
Kocsis u. 1.

+36 1
206
7455

+36 1 206
7460

DAF Hungary
Kft.

1172 Budapest
Cinkotai u. 34.

+36 1
253
0600

+36 1 256
6684

Denzel Autó
Hungária Kft.

1016 Budapest
Mészáros u. 56/A.

+36 1
355
0264

+36 1 356
7886

Emil Frey Autóc
entrum Kft.

1149 Budapest
Mogyoródi u. 32.

+36 1
267
6535

+ 36 1
383 0701

Eurotrade Ker.
és Szolg. Kft.

2900 Komárom
Arany János u. 17.

+36 1
343
4088

+36 1 343
4490

Fiat
Magyarország
Kft.

1085 Budapest
Orczy Center,
Szeszgyár u. 4.

+36 1
459
1000

+36 1 45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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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 309
30 90

업체명

주소

전화

팩스

Ford Motor
Hungária Kft.

1036 Budapest
Lajos u. 48-66.

+36 1
250
95 00

Gaz Impex
Export Import
Ker. Kft.

2040 Budaőrs
Sport u.6.

+36 23
417
786

+36 23
417
778

Honda Hungary
Kft.

2040 Budaőrs
Törökbálinti u. 25/B.

+36 23
506
406

+36 23
416
650

Hungaro Lada
Kft.

1086 Budapest
Könyves K. krt. 76.

+36 1
425
0364

+36 1 277
7154

Hunday Autó
Hungary Kft.

1107 Budapest
Mázsa tér 5-7.

+36 1
260
7846

+36 1 260
3345

Interusz Külkeres
kedelmi Kft.

1146 Budapest
Hungária krt. 125.

+36 1
384
5792

+36 1 384
5791

Kia Motors
Hungary Kft.

2030 Érd, Ágota
u. 16.

+36 23
521
160

+36 23
521
161

MAN Kamion és
Busz Kereskedel
mi Kft.

2330 Dunaharaszti,
Ipari Park II. Csonka
János u. 23-31.

+36 24
490
995

+36 24
490
998

Mazda Motor
Kft.

1119 Budapest
Hauszmann u. 9-11.

+36 1
464
5000

+36 1 464
5001

MB-Autó Magyar
ország Kft.

1133 Budapest
Kárpát u. 21.

+36 1
451
2233

+36 1 451
2237

Opel Southeast
Europe Kft.

2040 Budaőrs
Szabadság u. 117.

+36 23
446 100

+36 23
446 333

+36 1 250
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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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소

전화

팩스

Peugeot
Hungária Kft.

1016 Budapest
Hegyalja út 7-13.

+36 1
212
5915

+36 1 202
7185

Polar Mobil Kft.

1134 Budapest
Kassák L. u. 58-60.

+36 1
451
4840

+36 1 451
4860

Porsche
Hungária Ker.
Kft.

1139 Budapest
Fáy u. 27.

+36 1
451
5100

+36 1 350
1500

Renault
Hungária Kft.

1134 Budapest
Dévai u. 26-28.

+36 1
237
2100

+36 1 360
0136

Renault Trucks
Hungária Kft.

2046 Törökbálint,
Tó Park 2045
Törökbálint Pf.300.

+36 23
513
513

+36 23
513
514

Scania Hungária
Kft.

2051 Biatorbágy
Rozália park 1.

+36 23
531
000

+36 23
531
060

Summit Motors
Hungary Kft.

1095 Budapest
Máriássy u. 5-7.

+36 1
455
100

+36 1 455
199

Swisscar Rt.

1222 Budapest
Háros út 121-123.

+36 1
227
445

+36 1 227
4446

Toyota Motor
Hungary Kft.

1097 Budapest
Szabadkikötő u. 4.

+36 1
278
600

+36 1 277
345

Valent British
Motors Kft.

1097 Budapest
Határ u. 50/A.

+36 1
280
808

+36 1 280
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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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소

전화

팩스

Volvo Autó
Hungária és
Délkelet
-Európa Ker. Kft.

1062 Budapest
Váci út 1-3.

+36 1
238
8100

+36 1 238
8190

Volvo Hungária
Kft.-Trucks

1172 Budapest
Cinkotai út 34.

+36 1
253
0880

+36 1 253
0899

Wallis Motor
Kft.

1134 Budapest
Váci út 45.

+36 1
451
4900

+36 1 451
4901

부록 ｜287

부 록 3 헝가리 IT산업 관련 주요 연락처

1. 헝가리 IT 협회(Hungarian IT Association - IVSZ)
주소 : H-1088 Budapest, Rákóczi út 1-3.
전화 : 36-1-266-6346
팩스 : 36-1-235-7617
Homepage : www.ivsz.hu
Email : iroda@ivsz.hu

2. John von Neumann Computer Society
주소 : H-1054 Budapest, Báthori u. 16.
전화/팩스 : 36-1-472-2730
팩스 : 26-1-472-2739
Homepage : www.njszt.hu
Email : secretariat@njsz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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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당국
가. 수송·통신·에너지부(Ministry of Transport,
Telecommunication and Energy)

주소 : H-1054 Budapest, Akadémia u. 3.
전화 : 36-1-475-5700
팩스 : 36-1-475-5800
Homepage : www.khem.gov.hu or www.gkm.gov.hu
E-mail : ugyfelszolgalat@khem.gov.hu
나. 국가통신감독원(National Communications Authority)

주소 : H-1015 Budapest, Ostrom u. 23-25.
전화 : 36-1-375-7777
팩스 : 36-1-356-5520
Homepage : www.nhh.hu
E-mail : info@nhh.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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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 Show Organizer
회사명 : Hungexpo Co. Ltd.
주소 : H-1101 Budapest, Albertirsai u. 10.
전화 : 36-1-263-6521
팩스 : 36-1-263-6086
Homepage : www.hungexpo.huorwww.infomarket.hu
E-mail : infomarket@hungexpo.hu

5. 컴퓨터 하드웨어 보급사
가. CHS HungaryKft.

주소 : H-2040 Budaörs, Vasút u. 15.
전화 : 36-1-451-3500
팩스 : 36-1-451-3535
Homepage : www.chs.hu
Email : info@chs.hu
매출 : USD 166 milli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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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P Hungary Kft.

주소 : H-1117 Budapest, Neumann J. u. 1.
전화 : 36-1-229-9999
팩스 : 36-1-229-9000
Homepage : www.hp.hu
Email : info@hp.hu
매출 : USD 133 million (2006)
다. HRP HungaryKft.

주소 : H-1134 Budapest, Véső u. 7.
전화 : 36-1-452-4600
팩스 : 36-1-350-1351
Homepage : www.hrp.hu
Email : info@hrp.hu
매출 : USD 86 milli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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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lbacomp Zrt.

주소 : H-8000 Székesfehervár, Mártírok út 9.
전화 : 36-22-515-414
팩스 : 36-22-327-532
Homepage : www.albacomp.hu
Email : info@albacomp.hu
매출 : USD 82 million (2006)
마. SUN Microsystems Kft.

주소 : H-1027 Budapest, Kapás u. 11-15.
전화 : 36-1-489-8900
팩스 : 36-1-201-2731
Homepage : http ://hu.sun.com
Email : tamas.polner@sun.com
매출 : USD 39 million (2006)
바. Office Depot Hungary Kft.

주소 : H-1146 Budapest, Szabó József u. 6.
전화 : 36-1-460-2300
팩스 : 36-1-460-2301
Homepage : www.officedepot.hu
매출 : USD 32 milli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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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uro One (Muszertechnika) Zrt.

주소 : H-1145 Budapest, Újvilág u. 50-52.
전화 : 36-1-469-6350
팩스 : 36-1-469-6359
Homepage : www.euroone.hu
Email : info@euroone.hu
매출 : USD 26.4 million (2006)
아. DTK Computer Kft.

주소 : H-1134 Budapest, Forgács u. 11-13.
전화 : 36-1-412-3400
팩스 : 36-1-412-3409
Homepage : www.dtkcomputer.hu
Email : md@dtkcomputer.hu
매출 : USD 12 million (2006)
자. DELTA Elektronika Kft.

주소 : H-1139 Budapest, Frangepán u. 56.
전화 : 36-1-666-1600
팩스 : 36-1-350-5660
Homepage : www.dunaelektronika.com
Email : ugyfelszolgalat@dunaelektronika.hu
매출 : USD 12 milli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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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QWERTY HungaryKft.

주소 : H-1111 Budapest, Bartók Béla út 14.
전화 : 36-1-466-9377
팩스 : 36-1-385-2687
Homepage : www.qwerty.hu
Email : qwerty@qwerty.hu
매출 : USD 5,4 milli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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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헝가리 금융산업 관련 주요 연락처

1. 헝가리 재무부(Hungarian Ministry of Finance)
주소 : H-1051 Budapest, József Nádor tér 2-4.
전화 : 36-1-318-2066
팩스 : 36-1-318-2570
Homepage : www.pm.gov.hu
Email : ugyfelszolgalat@pm.gov.hu

2. 헝가리 은행협회(Hungarian Banking Association)
주소 : H-1051 Budapest, József Nádor tér 5-6.
전화 : 36-1-483-1866
팩스 : 36-1-266-1989
Homepage : www.bankszovetseg.hu
Email : bankszovetseg@bankszovetseg.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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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헝가리 중앙은행(Hungarian National Bank)
주소 : H-1054 Budapest, Szabadság tér 8-9.
전화 : 36-1-428-2752
팩스 : 36-1-428-2569
Homepage : www.mnb.hu

4. 헝가리 금융감독원(Hungari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주소 : H-1013 Budapest, Krisztina krt. 39.
전화 : 36-1-489-9100
팩스 : 36-1-489-9102
Homepage : www.pszaf.hu
Email : pszaf@pszaf.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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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헝가리 국가예금보험펀드(National Deposit Insurance Fund
of Hungary)
주소 : H-1027 Budapest, Csalogány u. 9-11.
전화 : 36-1-214-0661
팩스 : 36-1-214-0665
Homepage : www.oba.hu
Email : info@oba.hu

6. 부다페스트 상품거래소(BudapestCommodity Exchange)
주소 : H-1364 Budapest, POB 24.
전화 : 36-1-429-6700
팩스 : 36-1-429-6800
Homepage : www.bet.hu
Email : info@bse.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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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은행
가. OTP Bank Nyrt.

주소 : H-1051 Budapest, Nádor u. 16.
전화 : 36-1-473-5000
팩스 : 36-1-312-6858
Homepage : www.otpbank.hu
Email : otpbank@otpbank.hu
자산 : USD 46 billion (2007) USD 33,7 billion (2006)
나. K & H Bank Nyrt.

주소 : H-1051 Budapest, Vígadó tér 1.
전화 : 36-1-328-9000
팩스 : 36-1-328-9696
Homepage : www.khb.hu
Email : khbinfo@khb.hu
자산 : USD 10.3 billi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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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KB Bank Zrt.

주소 : H-1056 Budapest, Váci u. 38.
전화 : 36-1-327-8600
팩스 : 36-1-327-8700
Homepage : www.mkb.hu
Email : mkb@mkb.hu
자산 : USD 9.5 billion (2006)
라. CIB Central European Int’l Zrt.

주소 : H-1027 Budapest, Medve u. 4-14.
전화 : 36-1-457-6800
팩스 : 36-1-489-6500
Homepage : www.cib.hu
Email : cib@cib.hu
자산 : USD 8.9 billion (2006)
마. ERSTE Bank Hungary Nyrt.

주소 : H-1138 Budapest, Népfürdő u. 24-26.
전화 : 36-40-222 222
팩스 : 36-1-373-2499
Homepage : www.erstebank.hu
Email : uszolg@erstebank.hu
자산 : USD 8.5 billi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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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Raiffeisen Bank Zrt.

주소 : H-1054 Budapest, Akadémia u. 6.
전화 : 36-40-484 484
팩스 : 36-1-484-4444
Homepage : www.raiffeisen.hu
Email : info@raiffeisen.hu
자산 : USD 7.5 billion (2006)
사. UniCredit Bank Hungary Zrt.

주소 : H-1054 Budapest, Szabadság tér 5-6.
전화 : 36-1-269-0812
팩스 : 36-1-353-4959
Homepage : www.unicreditbank.hu
Email : info@unicreditgroup.hu
자산 : USD 6.4 billion (2006)
아. Budapest Bank Nyrt

주소 : H-1138 Budapest, Váci út 188.
전화 : 36-1-450-6060
팩스 : 36-1-450-6062
Homepage : www.budapestbank.hu
Email : info@budapestbank.hu
자산 : USD 3.3 billi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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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Citibank Zrt.

주소 : H-1051 Budapest, Szabadság tér 7.
전화 : 36-1-374-5000
팩스 : 36-1-374-5100
Homepage : www.citibank.hu
Email : info@unicreditgroup.hu
자산 : USD 2.9 billi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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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5 헝가리 제약산업 관련 주요 연락처

1. 관련기관 및 협회
가. 헝가리 보건부(Hungarian Ministry of Health)

주소 : H-1054 Budapest, Akadémia u. 3.
전화 : +36-1-475-5861
팩스 : +36-1-302-0925
홈페이지 : www.eum.hu
이메일 : ugyfelszolgalat@eum.hu

나. 의료보험 기금(Health Insurance Fund : OEP)

주소 : H-1139 Budapest, Vaci ut 73/A.
전화 : +36-1-350-2001
팩스 : +36-1-298-2413
홈페이지 : www.oep.hu
업무영역 : 의료보험과 의약분야에 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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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헝가리 국립제약연구소(Hungarian National Institute of
Pharmacy : OGYI)
주소 : H-1051 Budapest, Zrínyiu. 13.
전화 : +36-1-886-9300
팩스 : +36-1-886-9460
홈페이지 : www.ogyi.hu
메일 : ogyi@ogyi.hu
업무영역 : 신규 약품의 등록 및 허가증 발급

라. 헝가리 의약품 제조협회(Hungarian Pharmaceuticals
Manufacturers Association)
주소 : H-1134 Budapest, Lehel u. 11.
전화 : +36-1-210-9101
팩스 : +36-1-288-0266
홈페이지 : www.magyosz.org
메일 : info@magyosz.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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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헝가리 의약품 도매협회(Hungarian Association of
Pharmaceutical Wholesalers)
주소 : H-1118 Budapest, Radványi u. 20.
전화 : +36-1-309-0249
팩스 : +36-1-309-0248
홈페이지 : www.php-gynsz.hu
이메일 : php-gynsz@nextramail.hu

2. 주요 회사 리스트
가. Richter Gedeon Nyrt.

주소 : H-1103 Budapest, Gyömrői ut 19-21.
전화 : +36-1-431-4000
팩스 : +36-1-260-4891
홈페이지 : www.richter.hu
메일 : posta@richter.hu
매출액 : 990백만 달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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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hinoin(Sanofi-Aventis) Zrt.

주소 : H-1045 Budapest, Tó u. 1-5.
전화 : +36-1-369-0900
팩스 : +36-1-369-0293
홈페이지 : www.sanofi-aventis.com
이메일 : frederic.ollier@sanofi-aventis.com
매출액 : 881백만 달러(2006)
다. TEVA Gyügyszertr Zrt.

주소 : H-4042 Debrecen, Pallagi út 13.
전화 : +36-52-515100
팩스 : +36-52-515050
홈페이지 : www.teva.hu
이메일 : ludmane@biogal.hu
매출액 : 595백만 달러(2006)

부록 ｜305

라. Egis Gyügyszergyr Nyrt.

주소 : H-1106 Budapest, Keresztúri út 30-38.
전화 : +36-1-265-5555
팩스 : +36-1-265-5529
홈페이지 : www.egis.hu
이메일 : mailbox@egis.hu
매출액 : 419백만 달러(2006)
마. BüRES Gyügyszergyr Zrt.

주소 : H-1037 Budapest, Mikoviny u. 2-4.
전화 : +36-1-430-5500
팩스 : +36-1-250-7251
홈페이지 : www.beres.hu
이메일 : info@beres.hu
매출액 : 25.7백만 달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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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Novartis Hungaria Kft.

주소 : H-1114 Budapest, Bartók Béla u. 43-47.
전화 : +36-1-457-6500
팩스 : +36-1-457-6600
홈페이지 : www.novartis.hu
이메일 : reception.phhubu@pharm.novartis.com
매출액 : 169백만 달러(2005)
사. Alkaloida Vegyüszeti Gyr Zrt.

주소 : H-4440 Tiszavasvári, Kabay János u. 29.
전화 : +36-42-521000
팩스 : +36-42-521001
홈페이지 : www.alkaloida.hu
이메일 : ildiko.morvay@alkaloida.com
매츨액 : 20백만 달러(2005)
아. Kri Pharma Kft.

주소 : H-4032 Debrecen, Bartha Boldizsar u. 7.
전화 : +36-52-431313
팩스 : +36-52-431315
홈페이지 : www.keri.hu
이메일 : keripharma@keri.hu
매출액 : 16.4백만 달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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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CEVA-Phylaxia Zrt.

주소 : H-1107 Budapest, Szállás u. 5.
전화 : +36-1-262-9505
팩스 : +36-1-260-3889
홈페이지 : www.ceva.com
이메일 : gyulane.varga@ceva.com
매출액 : 32.3백만 달러(2005)
차. HERBüRIA Zrt.

주소 : H-1134 Budapest, Dózsa György út 144.
전화 : +36-1-288-6700
팩스 : +36-1-350-1691
홈페이지 : www.herbaria.hu
이메일 : herbaria@herbaria.hu
매출액 : 10.8백만 달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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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도매상 리스트
가. Hungaropharma Gyogyszerkereskedelmi Zrt

주소 : H-1061 Budapest, Király u. 62.
전화 : +36-1-327-6800
팩스 : +36-1-327-6803
홈페이지 : www.hungaropharma.hu
이메일 : ferenc.szabo@hungaropharma.hu
매출액 : 780백만 유로(2006)
나. Phoenix Pharma Gyügyszerkereskedelmi Zrt.

주소 : H-2151 Fót, Keleti Márton u. 19.
전화 : +36-27-537-180
팩스 : +36-27-537-180
홈페이지 : www.phoenix.hu
이메일 : kuttel@phoenix.hu
매출액 : 748백만 유로(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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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edimpex Gyügyszer-nagykereskedelmi Zrt.

주소 : H-1151 Budapest, Keleti Sándor u. 121.
전화 : +36-1-288-1851
팩스 : +36-1-288-1852
홈페이지 : www.mpx.hu
이메일 : medimpex@mpx.hu
매출액 : 144백만 유로(2006)
라. Pannonmedicina Gyügyszerkereskedelmi Zrt.

주소 : H-7634 Pécs, Ürögi fasor u. 2.
전화 : +36-72-504-301
팩스 : +36-72-504-305
홈페이지 : www.pannonmed.hu
이메일 : titkarsag@pannonmed.hu
매출액 : 42백만 유로(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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