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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으나 개정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베트남, 인
도네시아, 이집트의 산업 분석 자료를 다시 발간하
게 되었습니다.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
는 성장속도가 빠른 신
흥시장의 산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업계의
진출대상산업 선정과 진출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
한 것으로, 국가별로 주요 산업을 선정하되 현지 시
장의 성장 가능성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어 실질적인 진출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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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통상·세계지역연구 분야의 국내 최고 싱크탱크인 KIEP(대외경제정책연
구원)와 오랫동안 현장 중심의 해외정보 생산에 주력해온 KOTRA가 연구
노하우를 모아「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
를 발간하였습
니다.
양 기관은 이미 2006년부터 업계의 높아지는 정보 수요에 맞추어 유망 신
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남아프리카 공
화국, 러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라질, 알제리, 이집트, 인도, 태국, 필리핀,
UAE, 카자흐스탄, 헝가리, 칠레, 나이지리아, 터키, 미얀마, 사우디아라비
아, 우크라이나, 페루, 체코, 벨라루스, 이란, 아르헨티나, 호주 등의 산업 분
석 자료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불가리아, 에티오피아,
콜롬비아의 산업 분석 자료를 새로 발간하게 되었으며, 이미 발간된 바 있으
나 개정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집트의 산업 분석
자료를 다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
는 성장속도가 빠른 신흥시장의 산업을 구체
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업계의 진출대상산업 선정과 진출방안 모색을 지원하
기 위한 것으로, 국가별로 주요 산업을 선정하되 현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ⅱ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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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어 실질적인 진출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
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IT, 석유화학, 건설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KIEP와
KOTRA가 각각의 장점을 살려 조사하였으며, KIEP가 전체 내용을 조율하
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유망국가별 산업 동향에 대한 분석 자료가 흔치 않
은 현실에서「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을 위한 시장 탐색 및 산업 조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
니다.
아무쪼록 KIEP-KOTRA의 공동연구인「유망국가 산업연구」
가 국내 최
고의 산업분석 자료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양 기관은 해외 산업동
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가 나오기까지 정보 작성에 수고하신 KOTRA 해외무역
관(KBC)과 정보컨설팅본부 담당자, 그리고 KIEP 담당 연구진 여러분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2월

채 욱
KOTRA 사장 오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머리말

ⅲ

국문요약

20

11년 2월 유럽의회에서 승인하고 5월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서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
과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FTA 효과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EU와의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
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과 산업협력이 유망하
다. 한국은 최근 들어 2007년 EU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경제교
류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중부 유럽보다 최근에 EU 가입이
이루어진 불가리아는 EU 기금에 의한 경제개발이 본격화됨으로
써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인구 750만 명, 2010년 기준 GDP 476억 달러 규모의 불가리
아는 경제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나, 지정학적으로 흑해를 경
계로 유럽과 CIS 및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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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불가리아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한 인건
비와, 노동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후조건을 가
지고 있으며, 흑해 인근에 풍부한 서비스 기반과 잠재력을 지니
고 있다. 이러한 불가리아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불가
리아의 유망산업에 대한 심층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 연
구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불가
리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불가리아의 협
력․진출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으로 IT, 신재생에너지, 인프
라 등 3개 부문의 산업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
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
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이 불가리아 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였으며, 불가리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과 대(對)불가리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반
영하여 설정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불가리아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
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주요 산업을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순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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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
으로 진출하기 위한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불가리아 경
제협력 기본 방향과 산업별 진출 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불가리아의 IT 산업은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성장세
가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다. 불
가리아 정부의 차세대 IT 및 통신서비스망 확충,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신제품 출시 등으로 불가리아 IT 시장은 유럽의 전반
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망하다. 불가리아 정부는
광섬유 인프라 확장 및 무선광대역 통신망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어 새로운 플랫폼의 지속적인 출현이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TV,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차세대 제품 부문에서는 불경기에
도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가리아의
IT 시장에서 삼성, LG 등 한국 기업의 제품들은 대체로 선전하
고 있으며 새로운 수요 창출 면에서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IT 산업에서 양국의 협력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가능
성이 높다.
IT 하드웨어 부문과 가전 부문에서 불가리아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며 아직까지 관련 산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불가리아는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용이 EU 27개 회원
국 중 가장 낮아 이에 매우 민감한 전자제품의 생산거점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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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여 생산거점으로서의 이점
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 IT 업체들은 불가리아를
유럽 시장을 겨냥한 조립생산거점 혹은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EU FTA가 발효됨
에 따라 한국 IT 제품의 유럽 수출이 더욱 증가세를 보일 것으
로 기대되는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한 시점이다. 한․EU FTA 발효 이후에는 유럽 시장 수출에 있
어 관세보다 수송비가 더욱 중요한 비용 요소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수송비 부담이 큰 백색가전 같은 분야에서는 EU 내 생산
거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이들 제품의 유럽 시
장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납품기간의 장기화이다. 따라서 수
송비를 절감하고 유럽 시장 납품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현지생
산 전략이 절실하며, EU 내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불가리아가
최적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과 시장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
에 한국 업체들도 태양광 에너지를 중심으로 불가리아 신재생에
너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설비 시장에 태양광 모듈을 비롯한 한국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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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EU의 지침에 따라 2020
년까지 최종 에너지소비량의 16%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며, 2010년까지 이 비율을 12.2%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였
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까지 초기단계
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자본과 기술 및 기자재를 외국인투
자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상기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60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추가로 이루
어져야 한다. 한편 풍력에 의한 전력생산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
으며, 최근에는 태양광 부문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제품의 기술수준과 가격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불가리
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경쟁력은 충분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과 불가리아가 모두 풍력과 태양광 등
을 유망 분야로 전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양국간 산
업 협력은 이들 분야를 접점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처럼 불가리아 정부가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
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으로
확대시킨다면, 이는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양국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은 향후 원자력 부문으
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R&D 및 전문인력 교류 측면에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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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중단되었던 EU 기금 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최근 불가리아에
서는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불가리아
는 자국 인프라 건설에 따른 대부분의 재원을 EU의 개발프로그
램 및 지역개발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중부 유럽 국
가들에 비해 EU 가입이 지연되었고 한때 EU 기금 지원이 중단
되었기 때문에 최근 인프라 건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특히 EU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불가리아의 인프라 건설은 도로
및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한 범유럽 교통인프라 연결이다.
EU 확대와 동시에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신규회원국에도
자동 적용됨에 따라 WTO/GPA 회원국인 한국은 불가리아를 비
롯한 신규회원국 공공조달시장에서 상기 협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내국민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WTO
및 EU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 2004년 자국의 조달 관련 법령
을 개선한 바 있으나, 지금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여전히 조달절차가 불투명하고, 부패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송절차 또한 너무 길고 복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방위
부문 조달절차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국제기준에 미달
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조달절차 또한 외국기업에 매우 불리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부조달 부문의 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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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으로 한때 EU 기금 지원이 중단된 적도 있으며, 불가리아의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 비(非) EU 기업이 수주한 사례는 터키 업
체가 유일하다.
이와 같은 현지 시장의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가 불가피하다.
불가리아 업체와 제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불가리아 정부조
달시장에서 입찰 경험이 많은 EU 기업 혹은 터키 기업과의 제
휴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업체들이 불가리아 정부조
달시장에 참여하는 데 가장 일차적인 제약은 EU 내 시공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자체적으로 입찰요건을 충족시키
지 못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제휴 파트너로 부족한 요건
을 보충해줄 수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수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U 기금, 불가리아
정부 재정 및 현지 기업 금융조달로 재원 마련이 충분치 못한
사업에 대해 국내 신용 활용 및 BOT 방식 조건으로 시공권 수
주를 노리는 과감한 전략도 필요하다. 불가리아는 현지 금융 여
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현지 인프라 사업 진출
시 단기적인 현지 금융조달 모색보다는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
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수출신용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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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2월 유럽의회에서 승인하고 5월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서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EU 전반
의 경기침체 여파로 아직 한․EU FTA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
지 않으나, 향후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과 함께 FTA 효과도 본
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EU와의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들
과의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한국은 2004년 EU 확대 이후 중․동구 신규회원국 가운데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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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드, 헝가리, 체코 등 중부 유럽 국가들과 대체로 경제교류가
활발한 편이며, 최근에는 2007년 EU에 가입한 불가리아와의 경
제교류도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중부 유럽보다 최근에 EU 가입
이 이루어진 불가리아의 경우 EU 기금에 의한 경제개발이 본격
화됨으로써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폴
란드 주요 산업에 대한 KIEP-KOTRA 공동연구는 2006년, 헝가
리 주요 산업에 대한 연구는 2008년, 그리고 체코 주요 산업에
대한 연구는 2010년에 이미 수행된 바 있다.
인구 750만 명, 2010년 기준 GDP 476억 달러 규모의 불가리
아는 경제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나, 지정학적으로 흑해를 경
계로 유럽과 CIS 및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
다. 특히 불가리아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한 인건
비와, 노동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후조건을 가
지고 있으며, 흑해 인근에 풍부한 서비스 기반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불가리아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
유망산업에 대한 심층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 연구는 발
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불가리아의
유망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불가리아의 협력․진출방
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현지 사정에 밝은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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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보다 생생하고 현실적인 진출방안을 발
굴․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2005년 이후 지속되어온
KIEP-KOTRA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지역연구 분
야의 공동연구 활성화에 좋은 선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KIEP과 KOTRA를 중심으로 작성된 불가리아에 관한
연구자료는 부정기적으로 발간되거나, 단편적인 정보를 주요 내
용으로 하는 이슈 페이퍼(Issue Paper)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
였다. 특히 불가리아 산업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자료들은 현재
까지 이러한 단편적인 몇몇 조사에 일부 현황이 소개된 것이 전
부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기존의 단편적인 정보 전달 및 부
정기적 동향 연구에서 탈피, KOTRA와의 협력하에 불가리아의
유망산업들을 선정,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정
부 및 기업의 구체적인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Ⅰ-1 참고).
이처럼 세계지역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KIEP가
KOTRA와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이 연구는 한․EU FTA 발효
이후 EU 신규회원국 불가리아 경제의 잠재력과 한국과의 산업
협력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FTA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
한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KIEP의 지역 연구 전문성과 KOTRA 소피아 무역관의 생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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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 목적

주 1
요
선
행
연
구
2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 과제명: 불가리아 Country Profile
- 연구자(연도): 이철원(2004년)
- 연구 목적:
불가리아의 정치 및 경제, 한 불가리아
경제관계 등의 연구를 통해 불가리아
관련 정보에 대한 외부 수요에 부응

문헌
분석

- 정치동향
- 경제동향 및 전망
- 한 불가리아 경제관계

- 과제명: 각종 불가리아 동향 연구
- 연구자(연도): KOTRA(비정기적)
- 연구 목적:
불가리아에 대한 부정기적 동향

문헌
조사

- 이슈별로 다른 내용의
동향 연구

문헌
분석

- 불가리아 시장 유망성 분석
- 불가리아의 산업구조 분석

현지
조사
전문가
인터뷰
공동
연구

- 가전, 인프라, 에너지 등
주요 산업 심층 분석
- 대불가리아 산업협력 방안
- 산업별 진출방안 모색

연구를 통한 이슈 전달

본
연

- 과제명: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
- 연구자(연도):
이철원 이현진 임채익(2011년)
- 연구 목적:
EU 신규회원국 불가리아의 신흥시장
으로서의 유망성, 불가리아의 주요 유망
산업 분석 및 한 불가리아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제시

구
※ 선행연구는 단편적인 정보 전달 및 부
정기적 동향 연구에 그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불가리아의 경제 및 주요
유망 산업 등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한 불가리아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함. 즉 정책 제안 연구임.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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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을 활용하는 공동연구를 통해 불가리아의 핵심 산업을 심
층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불가리아 시장의 잠재력, 위험 요인,
협력 및 진출 가능성 등을 주요 산업별로 분석함으로써 불가리
아 시장 진출 증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 마련에 일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EU 시장 진출방안 모색 및 대불가리
아 경제협력 심화 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불가
리아 및 인근 시장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
가이드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광범위한 관련 자료 및 문헌의 수집과 분석을 기초
로 한다. 불가리아의 최근 경제동향, 산업구조 및 정책에 대해
언급된 다수의 외국 문헌을 수집․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불가
리아의 주요 산업별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
수의 외국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정리하였다. 이러한 데이
터나 참고문헌을 통한 정성적 분석과 함께 현지 전문가와의 면
담을 통한 연구도 병행하였다. 즉, 최신 데이터의 입수가 어렵고
국내외의 관련 2차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난 2011년 9월
불가리아 소피아 출장을 통한 현지 인터뷰와 정보 및 자료 수집
을 추진하였으며, KOTRA 소피아 무역관을 활용한 조사연구도
병행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으로 IT, 신재생에너지,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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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개 부문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
으로 분석․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은 불가리아 경제에서 차지하
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유
망도 등을 고려하였으며, 불가리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과
대불가리아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설
정하였다.1)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12개 진출기업 중 8개 기업이
인프라를 압도적인 주요 산업으로 선택함에 따라 불가리아의 주
요 산업으로 인프라를 설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2개 기업이 주
요 산업으로 가전산업을, 그리고 또 다른 2개 기업이 IT 산업을
선택하였는바, 이를 반영하여 IT 산업 범주 내에 가전산업을 포
함시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밖에 신재생에너지를 불가리
아의 3대 주요 산업으로 선택하였는데,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EU
차원의 요구와 불가리아 정부 차원의 신성장동력 개발정책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2010년
이후 KIEP-KOTRA 공동연구에서는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 중 하나를 반드시 주요 산업에 포함시키기로

1) 3개 수출기업과 12개 진출기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8｜불가리아의 주요 산업

하였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러한 맥락으로 불가리아
의 주요 산업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주요
산업으로 석유․가스나 전력과 같은 에너지 산업을 제시한 기업
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산업 중 최근 불가리아 경제
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분야인 신재생 부문을 주요 산업으로 설정
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불가리아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
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주요 산업을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순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
진출을 위한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불가리아 경제협력
기본 방향과 산업별 진출 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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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불가리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2/

경제동향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1
경제동향

가. 동유럽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체제전환 이후 가장 어
려운 시기를 맞이하였던 동유럽2) 경제는 2010년부터 2011년 상
반기까지의 수출 증대에 힘입어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 동유럽이라는 개념은 동서냉전시대의 정치적 산물로 정확한 범위가 정
해져 있지 않은 아주 모호한 지역 분류이다. 때로는 CIS 지역을 제외한
중․동구(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를 지칭하기도 하고, 때로는 러
시아를 포함한 CIS 국가를 일부 혹은 전부 포함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경우에 따라 터키를 포함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CIS 국가와 터키
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표 Ⅱ-1] 에 제시된 CEE 17개국을 대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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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입3) 이후 6～7%대의 고성장을 거듭하던 동유럽 경제는
2008년 말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성장세가 급격히 둔
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
진 2009년에는 대외부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개방경
제 특성의 동유럽 경제가 수출 부문의 급격한 실적 악화로 체제
전환 이후 처음으로 전체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2010년에는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 당시 가장 극단적인 실적
악화를 나타냈던 수출 부문의 호조세로 루마니아, 라트비아, 크
로아티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의 성장세로 전환되었
다. 그리고 이러한 동유럽 경제의 회복세는 2011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0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재정위기 이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남유럽에 비해 독일 및 프랑스 등은 뚜렷한 경기회복
세를 보였고, 특히 독일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
가들의 수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수출 부문
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동유럽 경제의 회복세는 많은 위험요인이
상존한 불안정한 회복세였다. 결국 이러한 위험요인과 불안정한
3) 2004년 5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중․동구(CEE) 8개국과 키프로스, 몰타 등 지
중해 연안 2개국을 합하여 총 10개국이 EU에 가입하였으며, 2007년에
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추가로 EU에 가입함에 따라 현재는 CEE 국
가 중 10개국이 EU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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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세는 2011년 하반기 이후 동유럽 경제의 본격적인 활성화
를 상당부분 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11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동유럽 경제는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였으나, 남유
럽 재정위기와 같은 외부요인과 내수부진과 같은 내부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표 Ⅱ-1 참고).

표 Ⅱ-1 동유럽의 최근 경제성장률 및 전망
(단위: %)
연도

201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6.3

8.0

3.4

0.8

2.7

3.8

4.5

4.3

4.3

3.7

10.5

7.3

-2.2

0.7

2.3

4.0

5.3

5.9

5.8

4.4

불가리아

6.4

6.2

-5.5

0.2

2.1

3.5

3.9

3.9

3.9

3.4

크로아티아

5.1

2.2

-6.0

-1.2

0.6

1.9

3.6

4.3

4.6

3.6

체코

6.1

2.3

-4.0

2.2

2.3

3.0

4.3

4.6

5.1

4.2

에스토니아

7.5

-3.7 -14.3

2.3

7.4

3.7

4.7

5.2

5.2

3.0

헝가리

0.8

0.6

-6.5

1.1

1.5

1.9

3.2

3.5

4.1

3.5

코소보

6.3

6.9

2.9

4.0

5.3

4.1

4.2

4.1

4.6

4.1

라트비아

9.6

-3.3 -17.7

-0.3

3.8

2.9

3.5

4.6

4.9

3.1

리투아니아

9.8

2.9 -14.7

1.3

5.3

3.7

4.0

4.3

4.6

3.9

마케도니아

6.1

5.0

-0.9

0.7

3.0

3.6

3.4

3.3

3.4

3.5

몬테네그로

10.7

6.9

-5.7

1.1

1.8

3.5

4.6

5.5

5.7

4.9

폴란드

6.8

5.1

1.6

3.8

4.0

3.6

4.1

4.5

4.3

3.4

루마니아

6.3

7.3

-7.1

-1.3

1.3

3.4

3.4

3.1

3.0

2.9

세르비아

6.9

5.5

-3.1

1.8

3.0

4.5

5.8

6.1

5.7

4.5

슬로바키아

10.5

5.8

-4.8

4.0

3.3

4.1

5.1

5.5

5.4

4.0

슬로베니아

6.9

3.6

-8.0

1.4

1.2

1.1

2.8

3.2

3.4

2.5

6.3

4.0

-3.8

2.0

3.0

3.5

4.1

4.3

4.3

3.8

국가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동유럽 전체

41

주: 2010년까지 통계는 실측치, 2011년 통계는 추정치, 2012년 이후 통계는 예측치.
자료: Global Insight(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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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동유럽 경제성장을 제약할 주요 외부요인으로는 남유럽
재정위기의 심화, 유럽 은행들의 신용위기, 이로 인한 유로존 전
반의 경기침체 등을 들 수 있다. 그리스 채무재조정에 대한 우
려로 남유럽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시스템 위기는 좀처럼 해결국
면에 접어들지 못하고 제2 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스의
채무재조정은 향후 유럽 은행들의 부실채권 증가와 자기자본비
율 축소로 이어져 신용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
한 남유럽 재정위기는 유로존 내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시스템
위기로 인식되어 스페인 위기설과 이탈리아 위기설로 확대 재생
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1.8% 경제성장률로 약간의 회복
세를 보이던 유로존 경제는 2011년 1.6%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4) 이러한 외부요인은 결국 동유럽 국가들의 수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들 경제성장의 근간이었던 외국
인직접투자(FDI) 유입에도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높다. 폴란드를 논외로 하면 동유럽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체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동유럽
경제의 장기적 전망에는 세계 경기의 변동요인이 가장 중요하
며, 특히 EU 경제의 회복여부는 향후 동유럽 경제전망에 가장
민감한 대외요인이 될 것이다.
4) IMF(2011) p. 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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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경제 내부에서도 신용경색, 재정긴축, 고실업 등에 의
한 소비자 신뢰와 기업투자심리 악화로 내수 부진이 계속될 것
으로 전망된다. 서유럽 은행의 진출 비중이 높은 동유럽 국가는
일시적인 신용경색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외화표시
대출 비중이 높은 헝가리는 최근 대폭적인 자국통화 평가절하로
원리금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소비심리가 급격히 냉각되
고 있다. 또한 그리스보다는 양호하지만 상당 규모의 재정적자
와 정부부채 부담을 안고 있는 동유럽 국가는 앞으로 상당기간
재정긴축을 감내해야 하는바, 중기적으로 경기부양책으로의 정
책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최근 소폭의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거나 아직까지 경기가 악
화되고 있는 국가가 많아 내수 진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제약요인들에 의해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초까지 동유럽 경제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위험
요인들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2012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위험요인 개선을 전
제로 동유럽 경제는 2013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8년
4%)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분간 동유럽 경
제는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내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폴란
드 경제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산업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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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EU 내 지역별 소득분포

주: 2008년 기준 EU의 1인당 GDP는 PPP 기준 30,513달러, 명목 36,812달러이고, 최
고 수준은 룩셈부르크의 PPP 기준 82,306달러, 명목 113,044달러이며, 최저 수준은
불가리아의 PPP 기준 12,341달러, 명목 9,291달러임.
자료: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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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슬로바키아, 2011년 유로존 가입에 성공한 에스토니아
와 나머지 발트 연안 국가들도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비해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헝
가리, 루마니아 등과 서유럽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체코 등은 비교적 낮은 경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된다.

나. 불가리아 경제개황

2007년 1월 1일부로 유럽연합(EU)의 정회원국이 된 불가리아
는 EU 가입 전후 급속한 경제 발전, 인프라 확충, 외국인직접투
자(FDI) 유입 활성화 등으로 중하위권 수준의 경제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0년대 초반 급격한 코메
콘(COMECON) 체제 붕괴로 별다른 준비 없이 시장경제로 전환
한 불가리아는 중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체제전환기의 혼란이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으며, 인근 구유고 내전도 불가리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EU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제정비가 본격화되면서 2000년대 들어 경제가 고성장세에 진
입, 2000∼08년 동안 5~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EU 가입이 확정되면서 FDI 유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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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 직후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 부문이 다시 활기를 되
찾는 등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불가리아 경제는 도약
을 거듭했다.
인구 750만 명으로 경제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불가리아는 세
계 최대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EU 회원국의 일원이다. 또한
불가리아는 27개 EU 회원국 중 인건비가 가장 저렴하여 유럽
시장을 겨냥한 생산 기지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2010년 기준 불가리아의 월평균 임금은 약 330유
로이며, 사무실 임대료5)와 공장 임대료6)도 매우 저렴한 편이다.
또한 2010년 기준 법인세율은 10%로 유럽 최저 수준이며, 소득
세도 10%의 단일 세율(flat rate)을 적용하고 있다.
중․동부 유럽, 러시아․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등 구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 불가리아의 경제 규모는 약 477억
달러로 2010년 명목 GDP 기준으로 중간 정도이며, 1인당 국민
소득도 7,0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중위권 수준이다(그림 Ⅱ-2
참고). 하지만 동서양의 교차 지점이자 이슬람과 기독교의 문화
경계선에 위치한 불가리아는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할 수

5) KOTRA의 소피아 무역관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불가리아에서 가장 임대
료가 비싼 소피아 시내 사무실 임대료는 한 달에 평당 약 50∼60유로 정도이다.
6) 2010년 말 기준 소피아 소재 공단의 공장 임대료는 1개월에 평당 약 15유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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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터키와 국경을 접하고 있
고 흑해를 통해 CIS 국가들과 인접해 있어 불가리아는 공식적으
로 EU의 동남쪽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림 Ⅱ-3 참고). 이로
인해 불가리아를 거점으로 중동 지역 진출은 물론 새롭게 떠오르
는 중앙아시아와 더 나아가 아프리카 지역 진출도 가능하다.
유로존 가입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불가
리아는 환율,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정수지가 2008년까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다. 1998년부터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
system)를 도입하여 자국 화폐인 레바를 유로화에 페그(peg)시키
그림 Ⅱ-2 불가리아와 인근 중․동구/CIS 국가들과의 GDP 비교

자료: EIU(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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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불가리아 지도

자료: EIU(2011).

는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어 환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인근
중부 유럽 국가들에 비해 환율이 안정적이다. 2010년에 2.4%를
기록하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1년에도 3% 이내에서 유지
될 것으로 보여 EU 평균 이상의 물가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불가리아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확
대재정정책으로 재정적자가 GDP 대비 3%까지 확대되었지만,
2003∼08년 6년간 연속으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전반
적인 국가재정 상황은 매우 양호하다(그림 Ⅱ-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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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불가리아의 최근 재정수지 추이(GDP 대비)
(단위: %)

자료: Global Insight(2011).

시장경제로의 전환 이후 불가리아는 20년 동안 민주화와 경제
개혁 및 시장개방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하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제도적 정비가 미흡하며, 부패
및 관료주의 등이 경제발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체
제전환 이후 민간부문의 성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져 최근에는 총
부가가치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초과하였다.
불가리아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35.4%7)로 추정되며, 정부조달
시장의 불투명성과 부패로 한때 EU 기금의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7) Friedrich Schneider and Andreas Buehn(2007),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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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다시 재개된 바도 있다. EU 가입을 준비하면서 불가
리아는 상당 부분 제도적 정비를 이루었으나, 새로 도입된 제도
의 운영과 실행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 요인들의 개선 여부에 따라 향후 불가리아 경제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 불가리아의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1) 최근 경제현황
2000년대 들어 5∼6%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던 불
가리아는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경제성
장률을 기록하였다. 2007년 이후 FDI 유입 급증과 EU 자금 유입
의 본격화 등으로 EU 가입 직후 불가리아는 자본 지출 및 투자
활성화로 경제의 고도성장이 예상되었으며, 2008년까지 이러한
예상은 적중되었다. 그러나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
기의 여파로 불가리아 경제성장의 양대 축인 수출과 국내소비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불가리아의 EU 가입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그림 Ⅱ-5 참고). 불가리아 GDP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급감하면서 경제가 위
축되었으며, 약간의 시차를 두고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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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기 두 요인보다는 크
지 않지만 2009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경기둔화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로 인해 정부지출의 감소 추세도 계속되었다.
2000년대 들어 불가리아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수출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년대비 27% 이상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는 다시 25.8% 증가를 기록, 회복세를 보였다. 수입도
수출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
소폭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2010년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
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8년까지 확대되었던 무역수
지와 경상수지는 2009년 이후 다소 개선되었다(표 Ⅱ-2 참고).
표 Ⅱ-2 불가리아의 주요경제지표

구
분
경제성장률
GDP(명목)
1인당 GDP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출
(수출증가율)
수입
(수입증가율)
재정수지/GDP
경상수지/GDP

단위
%
십억
달러
달러
%
%
백만
달러
%
백만
달러
%
%
%

2006
6.5

2007
6.4

2008
6.2

2009
-5.5

2010
0.2

31.7

39.6

49.9

47.1

47.7

4,117
9.6
7.3

5,176
7.7
8.4

6,572
6.3
12.3

6,243
7.6
2.8

6,363
9.5
2.4

15,101

19,469

22,484

16,378

20,608

28.5

28.9

15.5

-27.2

25.8

22,130

30,041

35,108

22,153

23,826

28.6
3.5
-18.5

35.8
3.5
-28.9

16.9
3.0
-23.7

-36.9
-0.9
-9.0

7.6
-3.0
-1.2

자료: Global Insight(2011). 2011년 11월 7일 업데이트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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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불가리아 및 인근 국가들의 실질GDP 추이
(단위: %,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EIU(2011).

GDP에서 수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경
우 실업률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라 2009년에 7.6% 감소하였으
며, 2010년에는 0.6%로 감소폭이 상당 부분 둔화되었다(표 Ⅱ-3
참고). 투자는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큰 폭의 감소를 기록
하였는데, 남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기업들이 신용경색이 계속
되어 투자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로존 가입을
위한 수렴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
내로 유지해야 하는바, 앞으로 정부지출 부문에서의 확대 가능
성도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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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불가리아 GDP 구성 주요 부문별 증가율 추이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민간소비

8.3

8.3

3.0

-7.6

-0.6

정부지출

2.1

-1.6

-1.5

-4.9

-5.0

투자

13.1

13.4

20.7

-17.6

-16.5

수출

50.3

6.2

2.8

-11.0

16.4

수입

47.4

9.6

3.9

-20.9

4.7

GDP

6.5

6.4

6.2

-5.5

0.2

자료: Global Insight(2011). 2011년 11월 7일 업데이트 버전.

유로존 가입이 최우선 정책목표인 불가리아는 극심한 경기침
체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정부지출을 전년대비 20% 축소하는 등
긴축재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2010년 3월 노조,
기업, 정부 3자 공동 합의에 의해 ‘정부지출 감축과 세수확대’를
골자로 하는 경제위기대책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글로벌 금
융위기와 대규모 투기자본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는 유
로화에 페그하는 고정환율제를 유지하였으며, 공공 부문 구조조
정 등을 통한 재원 절약과 공기업 민영화, 탈세 방지 및 EU 기
금 활용 등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13%에 달했던 실업률은 EU 가입을 전후로 한
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2008년에는 6.3%까지 개선되었다. 하지
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부터 실업률은 다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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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불가리아의 최근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EIU(2011).

하기 시작하였다. 급격한 경기침체로 업체들의 도산 및 감원이
확산되었고,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2010년
에는 9.5%까지 악화되었다(그림 Ⅱ-6 참고).

2) 향후 전망
2007년 EU 가입과 함께 중장기적인 도약이 예상되었던 불가
리아 경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세
를 접고 2009년 -5.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0년에는
0.2%의 경제성장을 기록,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으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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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회복세가 본격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긴축재정정책 기조의
견지로 정부지출의 괄목할 만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서 공공 부문의 완만한 임금상승 및 건설경기 둔화, 은행 여신
에 대한 중앙은행의 통제강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내수 부문
의 활성화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Ⅱ-7 및 Ⅱ-8 참고).
2011년 초 불가리아 경제는 민간소비와 외국인투자가 점차 회
복되면서 3%대에 가까운 성장이 예상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남
유럽 재정위기의 심화로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어 약 2.2%의 성장이 전망된다. 또한 경기회복세가 본격
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2012년에도 이러한 대외위험요인 때문
에 2.5% 정도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유로존
재정위기가 유로존 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고
그리스의 질서 있는 채무재조정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된다면
2013년부터 불가리아 경제는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로존 위기가 마무리되고 위험요
인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아직 가시화되지 못했던 불가리아
의 EU 가입 효과는 다시 현실화될 것이며, 2014년 이후에는 중
장기적으로 4%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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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불가리아의 최근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EIU(2011).

그림 Ⅱ-8 불가리아 및 인근 국가들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연평균)

자료: EIU(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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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전기요금 및 식료품 가격 인상 등
물가상승 요인이 대두되었으며, 2011년에도 국제원자재 가격과
곡물가격 상승으로 다소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불가리아의 물가상승률은 대체로 EU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부가세 인상이나 물
품세 신설과 같은 조세 인상 요인이 당분간 없고, 지속적인 긴
축재정정책 추진과 함께 공공부문의 임금동결과 민간부문의 임
금 인상 자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표 Ⅱ-4 참고).

표 Ⅱ-4 불가리아 경제전망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질GDP증가율

2.2

2.5

3.5

4.2

4.2

소비자물가상승률

4.2

2.7

2.3

2.1

2.0

실업률

9.2

7.2

6.4

5.9

5.4

수출증가율

34.5

6.0

8.1

6.1

8.3

수입증가율

28.2

6.8

7.9

6.1

7.2

경상수지(GDP 대비 %)

-0.2

-0.7

-0.8

-0.8

-0.6

자료: Global Insight(2011). 2011년 11월 7일 업데이트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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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불가리아 산업은 전통적으로 농업부문이 강세를 보였으며, 철
강, 화학, 전자, IT, 군수와 같은 2차 산업도 코메콘(COMECON)
체제의 시장보호 정책에 힘입어 상당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2차
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농업분야에서도 개혁이 지연
되면서 경쟁력 회복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한편 서비스 산업
분야는 최근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서비스 산업
중심의 현대식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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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차 산업 분야에 대한 상대적인 비중확대로 평가된다.
불가리아의 2차 산업 비중은 체제전환 이전인 1989년에는 약
60%를 점하였으나, 2010년에는 31%까지 축소되었다(그림 Ⅱ-9
참고). 2차 산업 중에서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문은
철강, 중화학, 기계, 식품가공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에 반해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총부가가치는 29.5%에서
62.2%로 증가하였으나, 민간 서비스 분야의 비중은 아직도 낮은
반면 공공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다
만 2007년 EU 가입을 전후로 관광․통신 분야가 급격한 성장세
를 시현하고 있다. 불가리아 경제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총
부가가치는 1989년 이래 급성장하여 2007년에는 85%까지 확대
되었다. 이는 공산주의 체제 붕괴 직후 이루어진 민간인에 대한
부동산 반환 조치와 최근 제조업 및 3차 산업의 민영화 등에 기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불가리아의 산업은 아직까지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중부 유
럽 국가들에 비해 대체로 숙련도가 낮은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하이테크 산업에서는
거의 비교우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용구조에서도
그 특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데, 불가리아 노동자의 대부분이
도소매업, 수리․수선업, 섬유, 건설, 운송 등 비교적 낮은 숙련

Ⅱ. 불가리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33

그림 Ⅱ-9 불가리아의 총부가가치 기준 산업구조(2010년)

자료: KOTRA 소피아 무역관.

도를 요구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리
아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보다 높은 생산성을 요구하는 산업 분야로의 이동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산업의 적극적인 FDI 유치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8)
불가리아 주요 산업별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국제표준
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of Industry Classification) 3버
8)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2011년 1월 EU의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의 개발프
로그램 “Competitiveness of the Bulgarian Economy 2007-2013”으로 European
Commission(2-11c). 최종 작성된 ‘Strategic Analysis Project - Final Report’를 참고하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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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9)을 기준으로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10)를 측정하였다. 불가리아의 대세계 RCA 측정 결과 [표 Ⅱ-5]
와 같이 불가리아는 주로 농축산업, 임업, 어업 및 금속광업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나타냈다. 제조업 중에는 음식료품, 담배, 섬유,
의복․모피, 가죽․가방․신발, 목재, 연료정제, 비금속광물, 1차
금속 등의 부문에서 경쟁력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불가리아는
대체로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경쟁력을 확보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전자기계 및 장비 부문의 경쟁력
이 2009년부터 확보되었다. 따라서 향후 불가리아 경제개발을
선도할 제조업은 가전, IT 하드웨어를 비롯한 전자산업이 유력
하다.
9) ISIC는 Rev. 1, Rev. 2, Rev. 3, Rev. 3.1, Rev. 4의 다양한 버전이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8버전과 유사한 ISIC
3버전을 사용하였다. ISIC 3버전과 KSIC 8버전의 경우 2단위 코드에서는 산업
구분이 매우 유사하며, HS 2단위 코드로의 전환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10) RCA 지수는 각국의 비교우위 체계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RCA 지수는 시장점유율의 단순한 비교가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간
비교에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국별 시장점유율과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동시에
감안함으로써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간에도 경쟁력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고
안된 지표이다. 특정 품목의 RCA 값이 1보다 크면 해당 국가는 그 품목에 비
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식 1]
 
 : 국의 품목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
 : 국의 품목 세계 수출액,  : 전세계의
 : 국 총수출액,  : 전세계의 총수출액

품목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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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별 대세계 RCA 지수
코드

품목명

2005 2006 2007 2008 2009

01

농축산업

2.356 1.983 1.598 2.905 3.309

02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1.644 1.817 1.656 1.173 1.271

05

어로, 양식 및 관련 서비스업

0.023 0.027 0.054 0.068 0.100

10

석탄광업

0.008 0.009 0.042 0.053 0.033

11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

0.000 0.000 0.000 0.000 0.000

12

우라늄 및 토륨 광업

0.000 0.000 0.000 0.000 0.000

13

금속광업

1.076 2.355 1.815 1.060 1.351

14

기타 광업

0.718 0.719 0.818 0.734 0.822

15

음식료품 제조업

1.201 1.056 1.134 1.172 1.415

16

담배 제조업

1.009 0.902 1.538 1.691 3.236

17

섬유제품 제조업

2.113 2.031 2.037 1.853 1.840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5.608 4.900 4.412 4.037 4.003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177 1.915 1.552 1.343 1.364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430 1.277 1.505 1.194 1.565

2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690 0.549 0.614 0.650 0.379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212 0.244 0.338 0.437 0.408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661 3.111 2.863 2.417 2.396

2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0.746 0.646 0.723 0.735 0.640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0.630 0.705 0.793 0.773 0.884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567 1.963 2.046 1.962 2.237

27

1차 금속 제조업

3.414 3.692 3.134 2.826 2.761

2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0.840 0.800 0.815 0.909 0.732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717 0.715 0.775 0.785 0.769

30

사무용 기계 제조업

0.095 0.098 0.108 0.126 0.153

31

전자기계 및 장비 제조업

0.810 0.836 0.896 0.944 1.185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157 0.136 0.209 0.263 0.322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265 0.354 0.430 0.430 0.426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053 0.044 0.057 0.079 0.131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926 0.782 0.484 0.477 0.410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0.768 0.690 0.701 0.651 0.679

99

기타

1.375 0.942 1.208 1.424 0.945

자료: KIE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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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산업정책
불가리아는 선진 중부 유럽 국가들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체
제전환을 한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 및 EU 기금을 통해 주요 산
업을 발전시키고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산업정책을 주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07년 EU에 가입한 이후에는 EU로부터의 금융적
지원과 동시에 서유럽 회원국들의 적극적 투자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다(표 Ⅱ-6 참고).
표 Ⅱ-6 EU 기금의 사업 지원 내용

구분

사업 지원 내용

유럽지역개발
기금
(ERDF)

- 고용창출과 유지 지원
- 목표 1지역의 범유럽 네트워크를 포함한 인프라 관련 프로젝
트 지원
- 지방기업 성장을 위한 교육 및 훈련, R&D, 환경보전 등을 위
한 투자 지원

유럽사회기금
(ESF)

- 장기 실업자, 젊은 구직자,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을
지원하여 동등한 고용기회를 창출
-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향상, 고용유지 및 성장, 과학
분야의 능력제고, 교육 및 훈련시스템 개발 등 지원

유럽농업기금
(EAGGF)

- 구릉지농업과 신청년층 영농인 지원
- 영농개선, 마케팅 생산자조직의 구성, 토지 이용의 다양화 및
토양의 질 향상 지원
- 농촌 인프라 개선, 관광여가 부문의 투자, 기타 수많은 자연재해
예방, 서식지 및 마을보전, 산림의 사용 등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

유럽어업기금
(FIFG)

- 선박의 현대화, 어획량 규제, 어업 발전, 민간어장 보호, 항구시
설 개선, 어업생산 및 마케팅, 생산증진, 기술적 지원, 어업 재구
조화의 어민의 개인적 비용 부담 완화 등에 관련프로젝트 지원

자료: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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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과 2007년 EU 확대 이후 불가리아를 비롯한 EU 신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금융적 지원수
단은 EU 회원국간 지역격차 축소를 목표로 배분되는 EU 기금이
다. 1957년 로마조약을 체결하면서 회원국들은 경제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다양한 지역간에 현존하는 지역격차를 축소하고 낙후
지역의 후진성 축소와 조화로운 발전 보장에 합의하였다. 1958
년 유럽사회기금(ESF: European Social Fund), 1964년 유럽농업지도
보장기금(EAGGF: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rantee Fund),
1974년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1993년 결속기금(CF: Cohesion Fund) 등이 창설되었다. 또한
기업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의 기회 개선을 위해 유럽투자기금
(EIF: European Investment Fund)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공동유럽자원(JEREMIE: Joint European for Micro to Medium
Enterprises)이라는 새로운 기금이 설립되었다.
2007~13년 회계기간 동안 유럽 결속정책은 조화롭고 균형적
이며 지속적인 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 결
속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되었다. 공동체 실행
계획과 결속정책은 경제적․사회적․지역적 불평등, 경제적 구
조조정의 가속화 및 노령화 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지역경제 발전 및 구조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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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EU 기금의 수단과 목표의 변화

2000~06년
목표

2007~13년

목표 1

금융수단
ERDF, ESF,
FIFG

목표

목표 2

EAGGF-Guidance
ERDF, ESF

목표 3

ESF

Interreg
URBAN
EQUAL
Leader+
목표 1을 벗어나는
농촌개발과 어업
구조조정
4개 목표, 4개의
공동체이니셔티브,

ERDF
ERDF
ESF
EAGGF-Guidance

유럽지역 협력

ERDF

EAGGF-Guidance,
FIFG

-

-

6개 수단

3개 목표

3개 수단

수렴과 경쟁력
지역경쟁력과 고용
- 지역 수준
- 국가 수준,
유럽고용전략

금융수단
결속기금,
ERDF, ESF

ERDF, ESF

결속기금
자료: European Commission.

관한 지원, 경기불황인 산업지역 및 낙후지역의 개혁, 국경간․
국가간․지역 내 협력 증진 지원을 통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함으
로써 경제적․사회적 결속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로운 3개의 목표는 수렴, 지역경쟁력 및 고용, 유럽간 지역협력
으로 2000~06년의 목표 1, 2, 3을 대체하였다(표 Ⅱ-7 참고).
2007~13년에는 새로운 지원방식도 만들어져서 결속정책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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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혁신이 이루어졌다. EU는 집행위원회, 유럽투자은행
(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함께 지원하는 새로운 기
술지원 협력기금으로 유럽지역프로젝트공동지원(JASPERS: Joint
Assistance in Supporting Projects in European Regions)기금을 설립
하였다. JASPERS는 결속기금과 ERDF에 의해 지원될 대규모 프
로젝트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이 수준 높은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
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공공․민간 협력 사업에 기초한 프로젝
트 개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불가리아는 2007~13년 단일 유럽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는
‘수렴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EU로부터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을 지원 받아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EU 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리아 정부의 부패 연루와 투명성
부족이 불거져 한때 불가리아에 대한 EU 기금 지원이 중단된
적도 있으나, 2010년에 재개되어 최근 불가리아 개발 프로젝트
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7∼13년 EU의 불가리아
지원 프로그램에서 주요 우선 분야는 기본 인프라 개선, 노동력
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인적자본 확충, 비즈니스 환경 개선,
균형 지역개발 지원 등이다. EU로부터 승인받은 프로그램 가운
데 지역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이 16억 유로를 초과하였으

40｜불가리아의 주요 산업

며, 불가리아 경제의 경쟁력 개발 프로그램에도 약 12억 유로가
지원되었다. 또한 환경 부문에 대한 지원이 18억 유로에 달했으
며, 수송 부문에 대한 지원은 20억 유로를 초과하였다. 이밖에
인적자본 개발에 약 12억 유로, 행정력 향상에 약 1억 8,000만
유로가 지원되었다(표 Ⅱ-8 참고).
불가리아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국인투자 및 수출
감소,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비전 2013’
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에 따르면, 불가리아 정부는 제조업 부문
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함은 물론, 불가리아 투자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의 표준화 및 자
동화 체제 구축을 약속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 회복에 주력하
고 있다.

표 Ⅱ-8 결속정책의 국가별 재원배분(2007~13년)
(단위: 백만 유로, 경상가격 기준)
수렴

벨기에

결속

수렴

기금

지역

지역경쟁력 및 고용
통계적

지역

예비

기준
초과지역

후보지역

국경
지역간
협력

경쟁력,

합계

고용

0

0

638

0

1,425

194

2,258

불가리아

2,283

4,391

0

0

0

179

6,853

체코

8,819

17,064

0

0

419

389

26,692

0

0

0

0

510

103

613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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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계속
수렴

독일

결속

수렴

기금

지역

지역경쟁력 및 고용
통계적

지역

예비

기준
초과지역

후보지역

0

11,864

4,215

1,152

2,252

0

0

0

0

0

458

그리스

3,697

9,420

6,458

635

스페인

3,543

21,054

1,583

프랑스

0

3,191

0

이탈리아

0

21,211

키프로스

213

0

라트비아

1,540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0

국경
지역간
협력

경쟁력,

합계

고용
9,409

851

26,340

0

52

3,456

293

151

901

0

210

20,420

4,955

3,522

559

35,217

0

10,257

872

14,319

430

972

5,353

846

28,812

0

399

0

28

640

2,991

0

0

0

90

4,620

2,305

4,470

0

0

0

109

6,885

0

0

0

0

50

15

65

8,642

14,248

0

2,031

0

386

25,307

284

556

0

0

0

15

855

0

0

0

0

1,660

247

1,907

0

0

177

0

1,027

257

1,461

폴란드

22,176

44,377

0

0

0

731

67,284

포르투갈

3,060

17,133

280

448

490

99

21,511

루마니아

6,552

12,661

0

0

0

455

19,668

슬로베니아

1,412

2,689

0

0

0

104

4,205

슬로바키아

3,899

7,013

0

0

449

227

11,588

핀란드

0

0

0

545

1,051

120

1,716

스웨덴

0

0

0

0

1,626

265

1,891

영국

0

2,738

174

965

6,014

722

10,613

0

0

0

0

0

445

445

지역간/
네트워크협력
기술지원
총합계

0

0

0

0

0

0

868

69,578

199,322

13,955

11,409

43,556

8,723

347,410

자료: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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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인직접투자

불가리아 헌법과 외국인투자법에는 외국인투자자에게도 내국
인과 동등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내국인 대우를 명시되어 있
다. 이러한 내국인 대우는 국영기업 민영화에 대한 참여, 주식․
국채․사채를 비롯한 기타 모든 유가증권의 취득 등 모든 경제
활동에 적용된다.
불가리아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이후 경제구조개혁, 국영
기업 민영화, 생산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국내의 부족한 투자재원 충당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외국인투
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1997년 7월 IMF와의 합의를
통해 통화위원회 제도를 도입, 경제안정화와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도모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기존의 외국인투자법을 투자
진흥법으로 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투자
절차와 관련하여 투자청으로부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투자규모에 따라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한 정부
의 보조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2004년 5월 제정된 불가리아 투자법에 의해 기존 외국인투자
청(Foreign Investment Agency)은 투자청(Invest Bulgaria Agency)으
로 개칭되었다. 투자청은 외국인투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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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총괄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상기 투자법에는
투자 관련 자금이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투자자금 이동 및 과실송금이 보장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7년간 불가리아의 외국인직접투
자 유치 실적은 총 325억 유로이다. 이는 불가리아가 1991년 시
장 경제를 채택한 이후 2010년까지 20년간 전체 누계액 총 395
억 유로의 82%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에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불가리아의 FDI 유치액
은 2008년 67억 유로로 감소하였으며, 2009년 FDI 유치 실적은
24억 유로로 대폭 감소하였다. 전세계적인 FDI 감소 추세로 불

그림 Ⅱ-10 불가리아의 최근 FDI 유치 동향
(단위: 백만 유로)

자료: KOTRA 소피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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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 불가리아의 주요국별 FDI 유치 현황(1996~2010년 누계 기준 비중)

자료: KOTRA 소피아 무역관.

가리아의 2010년 기준 FDI 유치액은 16억 유로를 기록하는 데
그쳤으며, 이러한 외국인투자 감소세는 경기불황에서 벗어날 때
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Ⅱ-10 참고).
불가리아의 국가별 FDI 유치 실적을 보면 1996년부터 2009년
까지 불가리아의 FDI 유치 누계액 총 395억 유로 가운데 네덜란
드가 62억 유로(1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오스트리
아 52억 1,000만 유로(13.2%)를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
35억 4,000만 유로(9.0%), 영국 28억 6,000만 유로(7.2%), 독일
25억 5,000만 유로(6.4%), 사이프러스 20억 5,000만 유로(5.2%),
미국 14억 1,000만 유로(3.6%), 헝가리 13억 6,000만 유로(3.4%),

Ⅱ. 불가리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45

이탈리아 12억 유로(3.0%) 등의 순이다(그림 Ⅱ-11 참고). 1998
년부터 2010년까지 불가리아의 부문별 FDI 유치 실적을 살펴보
면 부동산이 84억 유로(21.7%)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금융
업이 74억 유로(19.1%), 제조업 72억 3,000만 유로(18.6%)를 기
록하였다. 이 밖에 도․소매업 61억 1,000만 유로(15.8%), 건설
업 26억 1,000만 유로(6.7%), 전기․가스․수자원업 23억 7,000
만 유로(6.1%), 운송․창고업 17억 3,000만 유로(4.5%) 순이다(표
Ⅱ-9 참고). 누계 및 연도별 FDI 유입 추이로 볼 때, 최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은 주로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FDI가 유입되고 있다. 또한 건설과 전기․가스․수자원 부문의
활발한 FDI 유입은 신재생에너지와 인프라 부문에 대한 불가리
아 정부의 강력한 수요 개발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표 Ⅱ-9 불가리아의 부문별 FDI 유치 현황
(단위: 백만 유로)
연도별

1998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998년
이후
누계

총계(Total)

605.1

3,152.1

6,221.6

9,051.8

6,685.9

3,281.9

1,359.5

38,797

1

부동산

38.0

533.8

1,800.4

2,597.9

1,989.7

679.9

115.3

8,400.2

2

금융

168.7

667.3

827.6

2,175.1

1,677.7

692.1

126.0

7,398.0

3

제조업

220.9

868.2

1,078.6

1,057.9

617.8

606.8

452.8

7,233.8

4

도소매업

127.5

576.9

966.0

1,313.1

1,278.0

270.3

-166.8

6,113.5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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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계속
연도별

1998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998년
이후
누계

총계(Total)

605.1

3,152.1

6,221.6

9,051.8

6,685.9

3,281.9

1,359.5

38,797

5

건설

2.9

171.6

501.0

815.1

605.2

208.8

108.8

2,605.4

6

전기, 가스,
수자원

2.0

308.5

352.4

280.1

236.3

244.4

211.2

2,369.2

7

운수, 창고업

16.8

-108.7

448.4

255.89

-273.5

300.8

228.1

1,729.6

순위

8

기타

1.8

16.2

28.8

159.6

335.2

221.0

218.6

1,329.1

9

호텔, 레스토랑

18.4

52.4

103.2

167.6

94.9

48.7

27.7

625.0

10

기타 통신,
사회서비스

0.6

19.5

65.3

90.5

53.4

-20.7

19.2

314.8

11

농림업

7.8

9.5

27.8

71.8

67.4

11.3

8.7

216.4

12

광업

0.0

36.3

21.4

61.9

1.5

16.1

9.1

205.3

13

교육

-0.1

-0.6

0.1

0.8

0.6

0.0

0.0

14.4

14

보건

-0.1

1.2

0.8

4.6

1.6

1.5

0.1

10.1

15

수산업

0.0

0.1

0.0

0.0

0.2

1.1

0.0

4.1

자료: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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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T 산업
1/

산업 개황

2/

IT 정책

3/

부문별 동향

4/

IT 산업 전망

1
산업 개황

가. IT 산업 구분

유럽에서 중․동구 국가의 IT 산업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
장하고 있으며, 불가리아의 IT 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1980년
대 불가리아는 다른 중․동구 국가에 비해 IT 산업이 비교적 앞
서 있었지만 현재는 체코를 비롯한 중부 유럽 국가에 비해 다소
뒤처져 있다. 그러나 빠르게 진화하는 현재의 IT 환경 속에서 불
가리아의 IT 산업 역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노동비용 등
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주변국들보다 오히려 더 좋은 진출 조
건을 갖추고 있다. 제3장에서는 불가리아의 IT 산업을 세분하여

Ⅲ. IT 산업｜51

살펴봄으로써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불가리아의 IT 산업 연구에서는 가전산업을 다룬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IT 산업 구분과 차이가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전산
업을 IT 산업의 일부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
지만 KIEP-KOTRA 공동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불가리아 유망 산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IT 및
가전 부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집계되었다. 설문 결과에 충실하
기 위해 가전산업을 IT 산업 중 하드웨어의 일부로 포함시켜 IT
산업 전반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 장 3절에서는 불가리아의 IT 산업을 크게 하드웨어, 소프
트웨어 및 IT 서비스, 통신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자 한다. 하드
웨어는 PC를 포함한 컴퓨터와 모바일 통신기기 외 가전을 포함
하고 있으며, 통신은 유선통신, 무선통신, 그리고 인터넷 광역통
신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그림 Ⅲ-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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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IT 산업의 세부 구분

나. 산업 개황

불가리아의 2011년 IT 산업 규모는 9억 4,700만 달러로 예상
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4,500만 달러가 증가한 것이다(표 Ⅲ
-1 참고). 2009년과 2010년 불가리아 IT 시장이 고전한 것은 글
로벌 경제위기로 불가리아 IT 시장 내 기업과 소비자의 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Ⅲ-1 불가리아 IT 산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2007

2008

2009

2010

2011

IT 시장의 규모

823

1,021

970

902

947

IT 시장의 GDP 대비 규모

2.1

2.2

2.1

2.2

2.3

자료: BMI(200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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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가계별 인터넷 보급 비율(2010년)
(단위: %)

자료: EU 집행위원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가리아의 IT 산업은 주변국들에 비
해 다소 뒤처진 측면이 있다. 2010년의 인터넷 보급률을 살펴보
면 EU 평균은 70.1%로 루마니아를 제외한 동유럽 국가들은
59~68% 수준으로 33.1%인 불가리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림 Ⅲ-2 참고).
그러나 이를 달리 해석하면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다수의 외국계 기업들이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나 콜센터 형태로 불가리아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EU
기금의 유입은 불가리아 IT 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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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아 IT 산업에 대한 수요 대부분이 외국계 대기업에서 나오
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투자기회도 확대되고 있다.
불가리아 투자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IT 및 엔지니어링
관련 졸업생은 6,000명 이상이 배출되었고 2008~09년 학기에
등록된 IT 및 엔지니어링 관련 인력은 3만 9,000명 이상이다. 불
가리아 정부는 IT 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충분한 IT 인력을 양성
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
야 한다고 판단,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의 전산화와 인터넷
망 구축을 추진하였다.
BMI(2011c)에 따르면, 이러한 불가리아 정부의 노력이 전자정
부 운영 및 국내 IT 부문을 진흥시키기 위한 IT 교육 투자 국가 상
위 40위를 기록하게 했다. 불가리아의 정보통신기술청(State Agency
for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이 2011년 불가리아
GDP의 10%를 IT 산업이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정부의 IT
산업 투자 및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
자정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 전자정부 서
비스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리아는 2007년에 처음
전자정부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대민 서비스는 66.7%, 대기업 서비
스는 75%나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그림 Ⅲ-3, Ⅲ-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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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대민 공공서비스 중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 비율
(단위:%)

자료: EU 집행위원회 Digital Agenda Scoreboard.

그림 Ⅲ-4 대기업 공공서비스 중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 비율
(단위 :%)

자료: EU 집행위원회 Digital Agenda Score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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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 정책

가. 전자정부 구축

전자정부(e-Government)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
를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
는 역할을 한다. 불가리아의 전자정부 구축은 불가리아가 정보
기반의 사회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행정서비스 이용자들이 전자정부 이용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시간과 노력, 비용의 절약과 서비
스 제공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전자정부 구축은 교통․정보기술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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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주도하에 시작되었으
며 범지역 간 전자정부 시스템 프로젝트 및 전자지방행정 시험통
합시스템 프로젝트에 의해 탄생되었다.11) 교통․정보기술통신부
는 현재 조직 내에 전자정부국(eGovernment Directorate)을 두는 등
전자통신네트워크․정보시스템청(ECNIS: Executive Agency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and Information Systems) 및 정보사회조정위
원회(Coordination Council on Information Society)와 함께 불가리아
전자정부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2)
불가리아의 전자정부에 대한 구상은 2002년에 시작되었고,
2003~05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며 대표적인 전
자정부 서비스와 전자문서(e-document), 전자서명(e-signature)에
대한 시험을 실시했다. 2005~08년에는 본격적인 개발을 통해
완전한 전자정부를 도입시켰다. 특히 2005년 국가행정․행정개
혁부(Ministry of State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설
립 시 전자정부 도입이 주요 개혁안의 일부로 포함됨으로써 전

11) http://sofiaecho.com/2007/10/01/656253_bulgarias-e-government-website-online.
12) 불가리아 중앙정부의 전자정부 구축비용은 재정부(Ministry of Finance)가 주무부
처로 되어 있는 행정수용능력 개발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me Administrative
Capacity)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 불가리아 투자청에 따르면 행정수용능력 개발
프로그램의 예산은 1억 8,078만 9,087유로로 이 중 1억 5,367만 724유로가 유럽
사회기금(ESF)으로부터 조달되었으며 나머지 2,711만 8,363유로는 불가리아 정
부가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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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 도입에 대한 불가리아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주었다.
불가리아 정부의 전자정부 구축 추진은 2002~05년에 내부 전산
망(인트라넷) 확충, 2007년에 전자거버넌스법(Law on Electronic
Governance) 제정 및 불가리아 전자정부 포털사이트인 ‘www.egov.bg’
개설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전자정부 사이트는 전자서명
을 통한 식별 및 인증으로 접속할 수 있어 국가 행정서비스 및
기업 정보 등의 이용을 용이하게 했고 모든 공공기관에는 전자
서명과 온라인 문서를 수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불가리아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통한 개인 확인 외에도 망막, 지문 등 생체 정
보를 통한 디지털 인증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투표나 보험료 및 세
금 납부, 자동차 등록 또한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전자정부의 주요 세부 프로젝트로는 ① 서로 분리된 정부기관
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전자정부 서비
스 창구 개설, ② 국가보험연구소(National Insurance Institute)의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서비스 관련 업무 등의 처리, ③ 지역개
발 및 공공사업부(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and Public Work)
인 시민 등록 및 행정서비스국(Citizen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ve
Services Directorate)의 선거인구 관리를 위한 주민등록변경 등의
업무처리, ④ 재정부 종합세국(General Tax Directorate)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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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 관련 서류정리, 관세청(Customs
Agency)의 관세부과 관련 서류처리, 정보시스템국(Information
Systems Directorate)의 소액 공공조달 제안서 서류처리 등, ⑤ 노
동․사회정책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y) 고용청
(Employment Agency)의 노동사무소 직업 수요 관련, ⑥ 경제․에너
지부(Ministry of Economy and Energy) 조달청(Public Procurement
Agency)의 공공조달 전자등록 관련, ⑦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의 국립도서관 도서목록 정보 검색 관련, ⑧ 스타라자고라(Stara
Zagora)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전자행정서비스, 출생신고서 발급,
건축 허가서 발급 등 통합 포털서비스 제공 관련 프로젝트가 있
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 차원에서도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진행
되고 있다.13) 불가리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개발 프로그램
(Operational Programme Regional Development)14)의 일환으로 지
방의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불가리아의 지방 및 지
역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2011년 중반부터 2013년까
지 실질적인 선진 행정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농촌 및 중소도시

13) Legal Guide: Starting Business & Investment - Invest Bulgaria 2011.
14) 지역개발 프로그램은 지역개발 및 공공사업부가 주무부처로, 불가리아 투자청에
따르면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예산은 16억 127만 4,759유로로 이 중 13억 6,108만
3,545유로가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으로부터 조달되었으며 나머지 2억 4,019만
1,214유로는 불가리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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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광역망 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60개 지자체에 공
용 네트워크 및 전자정부시스템을 연결하여 실현할 예정이다.15)

나. 전자정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불가리아 정보통신기술청(State Agency for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은 전자정부가 정보통신기술과 조직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공기관 서비스에 익
숙해져 있는 서비스 제공자나 수혜자 모두 전자정부를 받아들이
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여겼다.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①
정보통신기술을 충분히 사용할 줄 모르는 동시에 어떻게 사용하
는지 모르고, ② 보안이 유지되면서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한 인
프라가 부족하고, ③ 국가나 기관 차원의 팀워크가 부족하며, ④
실제 전자정부 구축 시 모든 국가기관이 다 관여하고 있어야 한
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그림 Ⅲ-5 참고).

15) Kotra 소피아 무역관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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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전자정부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4단계 접근법

문제 의식

해결 방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사용 경험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전자서비스를

및 지식 부족

제공하는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개발

보안이 유지되면서 상호정보공유

효과적인 정보환경 구축 및 정보

가 가능한 인프라 부족

보안 보장

국가 기관 차원에서의 팀워크 부족

공무원 및 시민들의 IT 사용 기술 향상

실제 전자정부의 구축시 모든 국

시민과 기업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기관을 포함할 필요

통합된 전자서비스 제공

자료: 불가리아 정보통신기술청.

이에 자동조절장치의 부재, 높은 경제적 손실, 높은 서비스 비
용, 낮은 서비스 품질, 낮은 효율성이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의 4단계 해결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첫 번째 단계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전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 기자재를 제공하되 특히 학교에 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보았다.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에는 국가전자통
신네트워크(National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를 개발하
여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불가리아
국책연구원, 22개 대학, 2,600개의 학교에 인터넷이 연결되었고,
전국 공공기관에는 3,500대의 컴퓨터 및 서버, 6만 대 컴퓨터와
2,000대 서버시스템용 분량의 인가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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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효과적인 정보환경을 구축하고 정보보안을 보장
하는 것이다. 메타정보시스템, 상호정보교환 기준선, 기술적으로
안전한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개별 컴퓨터마다 중
요한 정보의 보안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공무원 및 시민들의 IT 사용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다.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IT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교사 및 행정담당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컴퓨터 문
맹을 퇴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연결망의 공공접속
이 가능한 i-Center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는 불가리아 정부
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공동프로젝트로 우체국, 학생기숙사
등 120곳 이상에 망전용 컴퓨터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한국정보
화진흥원의 지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기업을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된 전자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인프라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하나의 집중화된 정부포털 사이트를 통해 전자서비스에 대한 접
속을 하도록 하며 모범 사례나 시범사업을 실제에 적용시켜, 궁
극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G2C, G2B, G2G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노력의 결과 전자정부의 가동이 성공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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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동향

가. 하드웨어

1) 가전

불가리아 가전시장에서는 다양한 외국브랜드가 각축을 벌이
고 있다. 국산으로 내세울 만한 가전제품 제조업체가 없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불가리아 소비자의 가전제품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큰 편이라 제품 선택 시 가격과 효용성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 EU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불가리아
가전제품의 가격은 EU 평균 가전제품 가격의 86.9%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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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가전제품 판매는 매장에서의 직접 판매
보다는 대부분 파트너 업체(딜러) 혹은 테크노마켓(Technomarket),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 같은 대형 전자제품 전문유통체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가전제품 제조사인 A사의 경우, 불
가리아 전역에 200개의 파트너 업체를 두고 있고 제품의 60%가
전자제품 전문유통체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16)

그림 Ⅲ-6 가전제품별 구매 추이
(단위: 100가구당 구입 대수)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16) 2011년 9월 불가리아 소피아에 위치한 A사 인터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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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세탁기 등 흔히 ‘백색가전’이라고 하는 가전제품군의
경우 불가리아 내수 판매는 감소추세이다. 이는 가전제품이 경
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후 글
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었고 특히 2010년에 불가리아의 실업률
이 높아지고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가 위
축되었다. [그림 Ⅲ-6]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불가리아 100가
구당 구입한 냉장고는 1.7대, 세탁기는 1대이다.
오디오, 비디오 등 ‘갈색가전’ 제품군도 경제위기를 피하기 어
려웠다. 전술한 A사는 세탁기나 냉장고 등 대형가전은 물론 자
사의 소형제품도 전반적으로 판매가 정체되었다고 밝혔다.
그림 Ⅲ-7 시청각(AV) 가전제품 판매 동향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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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LCD TV 및 디지털 카메라 판매 동향
(단위: 천 대)

자료: BMI(2011a).

그럼에도 BMI(2011a)는 이러한 판매위축이 일부 가전에만 국
한될 뿐 [그림 Ⅲ-7], [그림 Ⅲ-8]와 같이 불가리아에서의 갈색가
전 제품군의 판매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2011년 불가리아의 시청각 가전제품군 시장은 4억 1,900만 달러
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불가리아에서 평
면 TV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1년의 LCD TV 판매가 증
가하고, 디지털 카메라의 품질 향상 및 가격하락으로 디지털 카
메라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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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PC)

불가리아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용 컴퓨터(PC)는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2010년에 약 1.7%로
미약하게나마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11년에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불가리아의 컴퓨터 하드웨어 시장의
규모는 7억 3,400만 달러로 이 중 PC 시장은 5억 9,600만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Ⅲ-9 참고).

그림 Ⅲ-9 불가리아 PC 판매 추이

참고: 2010년은 추정치, 2011년은 기대치임.
자료: BMI(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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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PC 시장에서는 Acer, Dell, HP가 시장점유율 50% 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 불가리아 내 PC 생산업체는 없으나 250개
이상의 PC 조립업체가 있고, 다국적 PC 생산기업들은 대부분
현지 딜러를 통해 불가리아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데스크톱
은 조립 PC를 사용하기도 하나 점점 완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이
다. 노트북 부문의 판매에서는 Acer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외에도 Apple, 삼성, LG, Sony, Toshiba, MSI, Lenovo 등 한국, 미
국, 일본 그리고 대만 브랜드가 불가리아 노트북 시장에서 경쟁
을 벌이고 있다. 불가리아에서는 데스크톱보다 노트북의 판매량
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판매량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기업 부문의 데스크톱 수요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노
트북에 대한 개인 수요가 증가하여 이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
고 있다. BMI(2011a)는 2011년 데스크톱 예상 판매치가 34만 대,
노트북은 16만 대로 노트북에 대한 선호가 56.9% 수준으로 데
스크톱보다 더 높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Apple을 중심으로 삼성, Dell, HP 등이 진출하여 태블릿
PC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는 태블릿 PC가 아직까지 휴대용 PC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제품 가격의 하락 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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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통신기기

휴대 전화로 대표되는 불가리아 모바일 통신기기 시장은 매년
5~7%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가리아에서의 모바일 통
신기기 판매 실적은 2010년 기준으로 190만 대, 2억 6,600만 달
러 규모이다(표 Ⅲ-2 참고). 불가리아 일반 휴대 전화 시장의 압
도적인 선두주자는 Nokia로 약 5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
며 Apple(20%), HTC(15%), 삼성(10%), LG(5%)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삼성과 Apple의 경쟁구도로 나타나
고 있다. 2010년에 21.1%, 2011년에 23.8%를 예상하는 등 전체
휴대 전화 판매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상회하
고 있고 스마트폰의 판매액도 매년 17~22%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모바일 통신기기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2 불가리아 국내 모바일 통신기기 판매현황

국내 총판매액

단위
백만 달러

2008
239

2009
251

2010
266

2011
286

2012
305

PDA/스마트폰 판매액

백만 달러

19

23

27

33

40

국내 총판매량
3G 기기 판매량

백만 대
백만 대

1.8
0.2

1.9
0.3

1.9
0.4

2.1
0.5

2.2
0.6

참고: 2010년은 추정치, 2011년~12년은 기대치임.
자료: BMI(2011a).

17) http://blog.daum.net/choice/15856668 내 KOTRA 소피아무역관 조사자료 참고.

70｜불가리아의 주요 산업

BMI(2011a)에 따르면, 2010년 불가리아의 평균 휴대 전화 교
체율은 20% 수준으로 최신 휴대 전화를 사용하려는 정도가 비
교적 낮은 편이라고 한다. 멀티미디어 기능보다 가격이나 사용
가능 범위에 더 관심이 많아 대체로 낮은 사양의 휴대 전화를
선호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유행에 민감한 고소득 소비자도 다
수 존재한다.

나.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1) 소프트웨어

불가리아의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는 1억 5,000만 유로로 GDP
의 0.3%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5.3%의 성장률을 기록하
며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불가리아에서도 운영체제(OS) 부문
에서는 Microsoft가 압도적이고,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부문에
서는 SAP가 선두이나 최근 들어 중소기업을 주력 대상으로 하
는 Oracle이 급성장하고 있다.
불가리아 현지기업들은 개인용 소프트웨어보다는 기업용 소
프트웨어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해외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계 기업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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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현지기업들이 지닌 강점을 바탕으로 특화된 틈새시장이나 맞춤
상품 제작에 집중하고 있어 주요 IT 산업 부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2) IT 서비스
불가리아 정부가 추진한 다수의 IT 관련 프로젝트는 불가리아
내 IT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확대시켰다. 또한 불가
리아 정부는 향후 아웃소싱을 통해 IT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
이다.
이에 이미 3,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HP는 글로벌 고객들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지원센터를 불가리아에 건립하여
2,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2010년에 발표했
다. HP는 불가리아 현지에서 IT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켰
고 수요 증가와 공공 프로젝트의 증가를 염두에 두고 직원 수를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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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Ⅲ-1 불가리아의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

① Musala Soft Ltd.
불가리아의 대표적인 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중 하나로 본사가 수도 소피아
에 위치해 있으며 직원 수는 100명이다. JAVA, .NET, CMMI, 애플리케이션
개발지원, IT 솔루션 개발, IT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IBM, British
America Tobacco, HP, DHL, 2be, Balkan Assist 등 서유럽과 불가리아
내의 중소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다.
② Acsior Ltd.
1991년 설립된 불가리아의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2000년에
ISO9001을 획득하였다. IBM 계열의 웹스피어, JAVA, Oracle/Microsoft
SQL Server/IBM Informix 등의 서버, ERP시스템 등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관리하고 있으며 IBM Global Services, SIEMENS Dematic AG 등
을 주요 파트너로 두고 있다.
③ Eastisoft
미국계 회사로 소피아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본사는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해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NET과 OS, JAVA, 오라클, 플래
시 등의 기술력을 인증 받았으며 기업들에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
팅, 웹사이트 개발, IT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등을 하고 있다.
④ Bianor
모바일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둔 회사로 모바일 솔루션 컨설팅,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 개발, 모바일 소프트웨어 테스트, CSP 솔루션 등을 개발하고 있다.
스마트폰 및 최근 등장한 태블릿 PC가 유행함에 따라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전용소프트웨어의 제작과 컨설팅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파트
너로는 P&G, M-tel, IBM, 삼성, DANONE, ASUS 등이 있다. 직접 제작하
거나 제작에 참여한 애플리케이션 상품으로는 iMediaShare(모바일 TV 셋톱
박스 애플리케이션), ZigZag(미아방지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cribe2go
(모바일용 음성 CRM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GPS BG(모바일 및 태블릿 PC
용 GPS 애플리케이션) 등이 있다.
자료: KOTRA 소피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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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신

1) 유선통신

2010년 불가리아의 유선통신망은 약 220만 회선으로 보급률
이 28%에 이르며 주변 중․동구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유
선통신은 2004년에 보급률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 무선통신의
보급 확대와 함께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Ⅲ-10 불가리아 유선통신 보급 현황

자료: BuddeComm(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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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의 주요 유선통신 사업체로는 민영화 전 기존의 국영
통신망이었던 BTC(Bulgarian Telecommunications Company)와 후
발 주자인 Orbitel, Vestitel, Mobiltel이 있다. 2005년 1월 1일부로
불가리아의 유선통신시장이 자유화되었지만, BTC가 약 91%의
유선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어 여전히 독점과 다름없는 상태를 유
지하고 있다. 유선통신 부문에 진출한 다른 업체들이 BTC의 통
신망 공유를 요청하고 법원의 결정도 있었으나 BTC가 완강히
거절했다.
유선통신망의 가입자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무선통신 상품과
결합한 상품으로의 판매와 더불어 무선통신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무선통신이 유선통신을 대체하는 효과가 약화, 즉 유
선통신 보급률의 하락세가 완화되었다.

2) 무선통신

2001년 이후 급격히 성장한 불가리아의 무선통신시장은 현재
거의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2010년의 무선통신 보급률은
약 140%, 가입자 수는 1,060만 명 정도로 이미 2008년 이후부터
매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Ⅲ-11 참고). 더 이상 갑
작스러운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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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공급업체들은 가입자 수의 증가보다 서비스의 고부가가
치 창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현 상황에서 무선통신시장의 고부가가치 창출은 3G와 같은 새
로운 기술서비스의 제공이다. BMI(2012)의 조사에 따르면 2009
년의 3G 전화 서비스 가입자는 6.2%였으나 2011년에는 12.9%
를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다(그림
Ⅲ-12 참고). 이에 불가리아에서 활동 중인 무선통신 사업체들은
새로운 기술력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
그림 Ⅲ-11 불가리아 무선통신 보급 현황
(단위: 천 명)

참고: 2010~12년은 예상치임.
자료: BuddeComm(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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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불가리아 휴대전화 가입자 중 3G 전화 가입자
(단위: 천 명)

참고: 2011년은 추정치, 2012~16년은 기대치임.
자료: BMI(2012).

불가리아 무선통신시장에는 Mobiltel, Globul, Vivacom의 세 업
체가 GSM과 WCDMA 형태로 전국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의 업계 1위는 불가리아에 디지털 모바일 서비스를 처음
도입시켰고 2006년에 불가리아에서 처음으로 3G 서비스를 실시
한 Mobiltel이지만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어 2010년 2/4분기 이후
의 시장점유율은 50% 미만으로 하락했다(그림 Ⅲ-13 참고).
불가리아 무선통신시장의 특징으로 휴대전화 후불결제 가입
자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1년 2/4분기 중․동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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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3 불가리아 무선통신 서비스 공급업체의 시장점유율 현황

참고: 2011년 상반기 기준.
자료: BMI(2012).

선통신시장의 휴대전화 후불결제 가입자 비율은 평균 54%인 데
비해 Mobiltel은 66.7%, Globul은 57.6%이다.18) 후불결제 가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가입자가 무선통신 사업체를 쉽게 바꾸지
않게 되므로 무선통신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시장상
황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될 경우
긍정적인 시장 전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불가리아 무선통신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복수의 SIM 카드를
지닌 서비스 가입자가 많다는 것이다. 불가리아는 A 무선통신
18) Vivacom은 관련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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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가입자가 B 무선통신 사업체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
우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19) 따라서 여러 무선통신 사업체
의 휴대전화 선불 SIM 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상이한 무선통신 서비스 공급업체간의
통화요율을 인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불가리아 통신규제위
원회(CRC: Communications Regulation Commission) 역시 2012년 1
월 1일자로 이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으나 무선통신 사업
체들이 반발하여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3) 인터넷 광역통신

광역망은 2006년 이후 보급되기 시작하여 2011년 1월에는 약
113만 회선이 개설되면서 보급률이 14.9%까지 상승했지만, 아
직 EU 평균인 26.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림 Ⅲ-14]에서는
다른 EU 회원국들과 불가리아를 비교할 수 있다. 2010년 7월 불
가리아 유선광역망 보급률은 EU 평균(25.6%)은 물론 루마니아
(13.7%)를 제외한 다른 EU 회원국들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급증가율의 측면에서는 EU 평균(1.7%포인트)보다 높
19) 2011년 1월 기준으로 EU 평균이 분당 4.91유로센트인 데 반해 불가리아는 분
당 0.13레바(약 6.55유로센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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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포인트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비록 현재의 보급 정도
는 낮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Ⅲ-15
참고). 이는 불가리아 정부의 정책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2009년 불가리아 정부는 지역개발 프로그램(OPRD)을 통해 2013
년까지 지방도시의 광역망 설치를 완료하고자 한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이는 불가리아 내 광역망
보급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Ⅲ-14 불가리아의 광역통신 개설 회선 수 및 보급 현황

자료: EU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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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5 EU 내 유선광역통신망 보급률 및 보급 속도(2010년 7월 기준)

자료: EU 집행위원회.

표 Ⅲ-3 데이터 속도로 본 유선광역통신망 가입자 현황(2010년 7월)

144Kbps 이상 2Mbps 미만
2Mbps 이상 10Mbps 미만
10Mbps 이상
합계

가입자 수 (천 명)
36
299
713
1,048

비율 (%)
3.4
28.5
68.1
100.0

자료: EU 집행위원회.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7월 기준으로 불가리아 내에
는 10Mbps 이상의 초고속 유선광역통신망이 68.1% 설치되어 있
고 가입자 수가 71만 3,000명에 달하며 2Mbps 이상 10Mbps의
비율은 28.5%, 2Mbps 미만은 3.4%에 불과하다(표 Ⅲ-3 참고). 그
리고 기존사업자인 BTC가 유선통신망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
고, DSL(Digital Subscriber Line)의 100%를 점유하고 있는 것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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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유선광역망 점유율 비율은 32% 수준이고 나머지 68%는
신규 시장진입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BTC가 2007년에
서야 광역통신망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BTC는 8,000km에
달하는 광섬유 케이블과 2,000km의 극초단파 무선링크를 보유
하고 있다. 연결망은 대부분의 주요 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98% 정도 디지털화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불가리아에 무선광역통신망이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2010년 7월 기준으로 5.8%의 보급률로 17만 6,300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물론 이는 EU 평균인 21.3%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나
2011년 1월의 불가리아 내 보급률이 7.9%로 상승했음을 감안하
면 무선광역통신망 역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불가리아의 광역망 시장에는 578개의 사업체가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2010년 집계에 따르면 537개 이
상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케이
블 사업체는 34개 업체에 이른다. 사업체의 수가 많다 보니 상
품군도 다양해졌으며 특히 결합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2009년에는 62개 통신사업체가 결합상품을 판매했고 이 중 47
개의 업체가 케이블 TV와 인터넷 결합상품을 판매했다. 2010년
7월 집계에 의하면 불가리아 내 광역통신망의 25%가 다른 통신
망과 결합상품으로서 판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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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 산업 전망

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

지난 2009년과 2010년 불가리아의 하드웨어 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불가리아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주어 위축되어
있었다. 특히 컴퓨터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불가리아의
IT 부문 내수시장이 비교적 작은 편이고 불가리아인이 가격에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외부요인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산업 위
축으로 이어진 것이다. 비록 데스크톱 PC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
고 있지만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PC 시장 전체의 수
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IT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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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의 저렴한 공급이 가능해진다면 하드웨어 산업 중 가장 위축
되었던 컴퓨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할 것
이다. 따라서 가전, 컴퓨터, 모바일 통신기기 시장 모두 2011~
12년에 글로벌 경제위기 전의 수준을 회복한 후 완만하지만 지
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20)

표 Ⅲ-4 불가리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의 SWOT 분석

강점

노트북을 중심으로 한 PC 시장의 성장
고도의 기술력을 지닌 저임금의 프로그래머들로 동유럽의 실리콘
밸리 형성

약점

IT 산업의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편
불가리아인들이 가전제품의 가격에 대해 민감한 편
태블릿 PC 등 휴대용 PC의 가격 하락 가능성

기회

위협

EU의 기금지원과 정부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IT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실시
유럽 내 재정위기가 불가리아의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쳐 전반
적인 구매력이 감소하고 비스니스 환경 위축
체코 등 주변국들과의 치열한 경쟁

자료: BMI(2011a); BMI(2011c).

20) [표 Ⅲ-5]의 BMI 전망치는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
어 단기적으로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에
제시되는 대부분의 BMI 전망치에 대해서도 동일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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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불가리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 전망
(단위: 백만 달러)

2008
하드웨어 전체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351 1,334 1,380 1,438 1,530 1,593 1,693 1,766

가전

367

385

403

419

431

443

469

489

컴퓨터

745

698

710

734

794

839

895

945

모바일 통신기기

239

251

266

286

305

311

329

332

소프트웨어

102

97

86

92

101

106

114

121

IT 서비스

173

165

149

159

172

183

199

214

자료: BMI(2011a); BMI(2011c).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산업은 하드웨어 산업보다도 경기침
체의 영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2008년 1억 200만 달러
규모였던 소프트웨어 산업은 2010년 8,600만 달러로 감소하였
고, 1억 7,300만 달러 규모의 IT 서비스 산업은 1억 4,900만 달
러로 하락했지만, 고도의 기술력을 지닌 저임금의 IT 인력을 중
심으로 회복세를 이어나가 2013년 이후에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표 Ⅲ-5 참고). 특히 EU
기금의 유입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
다. 또한 텔레콤 네트워크, 헬스케어 IT 시스템, 학교에의 컴퓨
터 보급 및 인터넷 광역망 연결 등 불가리아 정부가 주요 정보
통신기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 IT 산업이 회복하고 성장하
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IT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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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육성하고자 해도 체코 등 주변국들 또한 IT 강국들이기 때
문에 불가리아가 IT 산업 투자를 유치하고자 할 때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통신 산업

통신 산업의 가장 큰 약점은 유․무선통신 모두 포화시장이라
는 점이다. 다만 무선통신 시장은 서비스 이용자 수가 비슷한 수
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유선통신 시장의 규모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무선통신이 유선통신을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선통신 산업의 경우 BTC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포화시장이 곧 진입장벽일 수 있으
나 무선통신 산업의 경우는 가격은 내려가고 서비스 품질은 향상
되는 사업체 간의 건전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무
선통신 서비스 발전의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쟁
이 심화될 경우 가격경쟁으로 돌입하게 될 위험이 있지만 3G 서
비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통신사업자들은 무선통신의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나날이 기술
이 발전하면서 광역통신의 보급이 확대되었고 사양 산업이라 비
춰지던 유선통신 산업과 결합상품으로 제공되면서 유선통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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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락세를 약화시켰다. 광역통신에는 무선광역통신이 주요 성
장 동력으로 등장함으로써 통신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불가리아 통신규제위원회와 함께
무선통신 사업체 간에 설정되어 있는 높은 통화요율을 시정 조치
하도록 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EU 집행위로부터의 통신
규제위원회의 활동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표 Ⅲ-6 참고).
유선전화 산업을 제외한 모든 통신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되며 특히 광역통신 가입자 수는 2009년에서 2014년까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표 Ⅲ-7 참고).
표 Ⅲ-6 불가리아 통신 산업의 SWOT 분석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무선통신 부문의 성장으로 보급률이 약 141%에 이르렀고, 무선
통신의 발전을 위해 사업체 간 건전한 경쟁 지속
고도의 광역통신 기술이 지속적으로 보급, 도입
유선통신 부문의 점유율 하락
유선통신 부문이 자유화되었으나 실제는 BTC의 독점 지속
무선통신 사업체 간의 높은 통화요율
무선통신 시장 포화에 따라 사업체 간 가격경쟁 돌입 위험
유선통신과 무선통신/광역통신과의 결합상품을 통해 유선통신
부문의 보급 하락 지연
3G 서비스의 보급 확대로 서비스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빈도수 및 사업체의 수익 증가 예상
무선광역통신 서비스의 부상은 통신 산업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써 광역통신 부문 확대에 기여 예상
EU 집행위원회가 불가리아 통신규제위원회(CRC)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CRC의 활동 강화 요구

자료: BM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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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불가리아 통신 산업 전망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선전화 회선 수

천개

2,205

2,200

2,192

2,184

2,177

2,166

2,161

2,156

무선전화 가입자 수

천명

10,534 10,664 10,861 10,983 11,030 11,059 11,070 11,108

인터넷 사용자 수

천명

4,323

4,450

4,572

4,651

4,744

4,836

4,900

4,961

광역통신 가입자 수

천명

1,236

1,725

2,010

2,238

2,466

2,682

2,878

3,039

참고: 2011년은 추정치, 2012~16년은 예상치.
자료: BM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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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재생에너지 산업
1/
2/

신재생에너지 정책

3/
4/

산업 개황

부문별 동향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1
산업 개황

가. 개황

EU의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지침’21)에 따르면 EU는 2020년까
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하고
자 한다. 이에 개별 EU 회원국마다 달성 목표가 의무적으로 부
과되었고 불가리아의 경우에는 16%로 설정되었다. EU 집행위
원회 에너지총국에 따르면 최종 에너지 소비 통계에서 2005년
EU의 평균적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8.5%, 2009년에는 11.6%
21) Directive 2009/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amending and
subsequently repealing Directives 2001/77/EC and 2003/30/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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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록했고, 불가리아는 2005년에 9.4%, 2009년에는 11.5%를
기록했다. 불가리아 투자청은 2010년 불가리아 최종 에너지 소
비량 중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조달한 비율이 12.2%로 비교적 양
호한 성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20년까지 16%라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불가리아가 2020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약
6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불가리아의 자본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협회가 추정한 2020년까지 불가리아가 추가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규모는 약 10TWh이다. 현재 불
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대부
분의 자본, 기술 및 기자재를 외국인투자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
다. 따라서 발전차액지원제도 같은 투자 인센티브 운영 등을 통
해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나. 특징

불가리아는 2009년 기준으로 연간 3만 2,576GWh 수준의 에너
지 소비량을 나타내고 있지만 연간 전력생산량은 3만 8,981.5G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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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불가리아 전력생산의 에너지원별 비중 (2009년)

자료: 불가리아 투자청.

에 이른다. 무엇보다도 화력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이 전력 총
생산량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원자력이
35.9%로 제2의 에너지공급원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
지원의 경우에는 8.7%에 불과하다(그림 Ⅳ-1 참고).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의 전력생산량은 2007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5,509GWh의 전력생산이 이루어져
전년보다 무려 48% 정도인 1,796.8GWh가 증가했다. 이는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12.2%로 불가리아 정부가 2011~12년의 잠정
목표로 설정한 11% 목표 수준을 넘어선 기록이다. 2010년 중에
풍력발전소의 생산설비 용량이 38.4% 확대되어 465MW,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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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생산 현황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불가리아 경제 에너지 관광부.

부문의 생산설비 용량은 300% 확대되어 21.4MW에 이르렀고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전력생산이 호조를 보여 3,968GWh라는
사상 최고치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이 밖에도 두 곳의 바이오가
스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시설이 가동되었고 소규모 수력발전소
의 설비용량이 241MW로 전년대비 12.6% 증가했다. 이러한 기
록의 달성에는 무엇보다도 불가리아의 매력적인 발전차액지원
제도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가 가장 큰 역
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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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 발전차액지원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22)는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인센티브 제도이다. 발전차액지원제
도는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원에 차등 적용되나 10MW 이상 용
량의 수력발전소나 5MW 이상 용량의 바이오매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2)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단가 보다 높은 가격 수준으로 구매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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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의 발전차액요율의 결정은 국가전력수도규제위원회
(SEWRC: State Energy and Water Regulatory Commission)가 담당
하고 있다. 매년 6월 말경에 전년도 발전생산단가, 물가상승률,
일반전력요금, 기업 이윤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신재생에너
지 발전차액요율을 정하되 전년도 가격의 95~105% 수준에서
결정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년 4월
21일에 제정된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원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라
국가전력수도규제위원회가 2011년 6월 20일에 발표한 2011~12
년도 발전차액지원요율표에 기초하고 있다.
2011년 4월 21일 이전까지만 해도 불가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왔었다. 그러나 실시
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 실제로는 1/5 정도만 완료되고 있는 것과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 유지 시 향후 정부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발전차액지원의 수준을 대폭적으로 축소시켰다
(표 Ⅳ-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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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태양광 및 풍력 부문의 발전차액지원 요금
(단위: 레바, %)
발전 형태

발전 차액(1MW/h 부가세 제외)

발전 가격 구성비

태양광 30KW, 옥상 및 창문
총비용

605.23

100

개발비용

30.73

5.08

상각비용

273.29

45.15

투자수익률

301.21

49.77

태양광 30~200KW, 옥상 및 창문
총비용

596.5

100

개발비용

30.73

5.15

상각비용

269.07

45.12

투자수익률

289.97

49.73

태양광 200~1,000KW, 옥상 및 창문
총비용

583.77

100

개발비용

30.73

5.26

상각비용

263.07

45.06

투자수익률

289.97

49.67

태양광 30KW 미만, 노지
총비용

576.5

100

개발비용

30.73

5.33

상각비용

259.61

45.03

투자수익률

286.16

49.64

태양광 30~200KW, 노지
총비용

567.41

100

개발비용

30.73

5.42

상각비용

255.28

44.99

281.4

49.59

투자수익률
태양광 200KW 이상, 노지
총비용

485.6

100

개발비용

30.73

6.33

상각비용

216.34

44.55

투자수익률

238.53

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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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계속
발전 형태

발전 차액(1MW/h 부가세 제외)

발전 가격 구성비

풍력, 발전 시간 2,250시간 미만
총비용

191

100

개발비용

25.71

13.46

상각비용

88.91

46.55

투자수익률

76.38

39.99

풍력, 발전 시간 2,250시간 이상
총비용

173

100

개발비용

25.71

14.86

상각비용

79.24

45.79

투자수익률

68.11

39.35

풍력 800KW 이하
총비용

137.06

100

개발비용

25.71

18.76

상각비용

70.04

51.10

투자수익률

41.31

30.14

주: 1유로=1.95583불가리아 레바.
자료: 불가리아 전력수도규제위원회; KOTRA 소피아 무역관 조사자료.

나.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원에 관한 법

지난 2011년 4월 21일 제정, 2011년 5월 3일에 발효된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원에 관한 법(Act on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의 규정은 사실상 기존 신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2006)의 개정판이다. 이 법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의 에너지
생산 및 신재생에너지의 소비 장려, 운송 부문에서 바이오 연료
의 생산 및 소비 장려, 가스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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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이송 및 유통,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운송 및 기술적 안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 법에는 제정 과정의 불충분한 공시, 업계 전반의 이익과 배
치된 가격 설정, 기존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사후 입법
형식이라는 점 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규제하는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업계의 반대가 있었다. 이 법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나 기간, 금액 측면에 있어 투자
자에게 관대한 편이라 여겨졌던 기존의 신재생에너지법에 비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첫째, 풍력, 태양광 및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수혜기간 단축이다.
풍력발전은 15년에서 12년으로, 태양광과 지열발전은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되었다. 둘째,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유효해진다는 점이다. 이는 미완으로 종결되는 건설
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나 투자단계에서 수익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므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유입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이미 프로젝트가 시작된 경우에도 새로운 법률이 소
급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새로운 법(글상자 Ⅳ-1 참고)으로 인해 불가리아의 신재생
에너지 부문이 투자지역으로서의 매력이 다소 덜해졌다고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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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바이오매스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지원을 15년에
서 20년으로 늘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없지 않다.
태양광발전의 경우에도 발전차액요율 하락과 수혜기간 단축이
투자수익률 악화로 이어졌으나 태양광발전 부지 가격 하락 및
모듈 가격 인하 현상이 나타나 중․단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라
는 분석이다.

글상자 Ⅳ-1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의 주요 변경 내용

○ 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수혜기간
- 태양발전과 지열발전; 20년(기존 25년)
- 풍력발전; 12년(기존 15년)
- 바이오매스 연료; 20년(기존 15년)
○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보증금 부과
- 최대 발전력 5MW 이하의 프로젝트는 1MW당 2만 5,000불가리아 레바
- 최대 발전력 5MW 초과하는 프로젝트는 1MW당 5만 불가리아 레바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나온 전기의 구매 가격을 네트워크 연결 계약 시에
서 공사 완공 이후 준공검사를 받는 날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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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동향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원은 전력에 집중되어 있으며 크게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
비용량으로 보았을 때 수력발전이 7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풍력발전(17.6%), 소규모 수력(9.1%), 태양광발전(0.8%)
순이며, 바이오가스도 약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력생산
량으로 보았을 때, 수력발전이 72%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소
규모 수력(14.9%), 풍력(12.5%), 그리고 태양광과 바이오가스(각
0.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Ⅳ-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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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구성(2010년)
(단위: %)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불가리아 경제 에너지 관광부.

가. 수력

불가리아는 1989년 체제전환 이전에 건설되었던 댐을 이용하
여 수력발전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수력발전은 신
재생에너지원 중 불가리아의 전력공급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지만, 시장이 다소 포화된 상태로 풍력의 발전 잠재력에
밀려 현재 풍력발전만큼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다. 수력발전소는
주로 불가리아 남부와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수량이 일정
하지 않아 연도별로 상이한 전력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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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10년 사이 수력발전시설이 추가되면서 2010년 설비용량이
1,919MW로 전년대비 50MW 상승했다. 이는 수력발전량의 급
증으로 이어졌고 2010년에는 3,968GWh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그림 Ⅳ-4 참고). 소규모 수력발전의 총발전 설비용량은
2010년 241MW로 전년대비 27MW의 설비용량이 증대되면서
2010년에 822GWh의 전력을 생산했다(그림 Ⅳ-5 참고).

그림 Ⅳ-4 수력발전 현황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불가리아 경제 에너지 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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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소규모 수력발전 현황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불가리아 경제 에너지 관광부.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
중이 큰 만큼 향후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수력발전소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 재건 등의 관리
가 예상된다. 불가리아가 수력발전 부문에서 축적된 개발 경험
을 잘 활용하여 향후 대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에 활용할 경우
수력을 통한 전력생산량은 현재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주요 수력발전 프로젝트로는 오스
트리아 EVN과 Alpine Bau사의 고르나 80MW의 찬코브 카르막
수력댐 건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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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풍력

풍력발전은 적합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고, 2011년 신재생에너
지 관련 새로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라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주목받았다. 2010년
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465.4MW로 2005년의 7.5MW에 비해 비
약적으로 발전했고 전력생산량 역시 689.1GWh로 2005년 대비 약
172배, 전년대비 약 3배의 발전량을 기록했다(그림 Ⅳ-6 참고).
불가리아에서는 흑해 해안지역과 1,000m 이상의 고산지대가
풍력발전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가리아의
그림 Ⅳ-6 풍력발전 현황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불가리아 경제 에너지 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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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부 도브리치(Dobrich), 바르나(Varna), 스리벤(Sliven) 등 흑해
지역은 최적의 풍력발전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많은
풍력단지가 입지해 있다(그림 Ⅳ-7 참고). 이곳은 바람의 속도가
5~9m/초(20~35km/h)로 약 60~90%의 유효풍력발전이 가능하
며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대
도시가 위치하여 소비지와 인접하고 시설의 운영이 용이한 장점
이 있다. 다만 최근 풍력발전 단지가 난립하여 향후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 움직임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림 Ⅳ-7 불가리아의 풍력발전 지형도

자료: 불가리아 투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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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불가리아의 연도별 풍력발전 생산계획

연도

2005년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풍력 발전 계획

13MW

100MW

500MW

1,000MW

3,000MW

자료: 불가리아 경제 에너지 관광부.

불가리아 정부는 2020년까지 풍력발전 생산량을 3,000MW로
끌어올려 총전력생산의 5%를 풍력발전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표 Ⅳ-2 참고). 이를 위해 EU 보조금을 활용
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및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풍력발전 건설 프로젝트로는 독일-불가리
아 합작의 SRS Bulgaria-General로 토세보(Toshevo)시 근교에 발전
기 60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완공될 경우 총발전규
모 150~180MW, 총투자금액 2억 4,700만 유로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이 외에도 Eolica Bulgaria-Varna 근교에 2011년 불
가리아-스페인 합작의 1억 300만 유로 상당의 신개념 풍력 프로
젝트가 있고, 이탈리아 Enel사의 총발전량 21MW 수준의 프로젝
트, 스페인 Electra Holding사의 100 MW급 풍력발전소 건립 프
로젝트, Bulgarian IWC와 독일 Siemens and Windkraft Nord사가
합작하여 Lozenets 근교에 총발전량 140MW 급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등이 있다. 다만 상기 투자계획은 2011년에
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 이전의 발전차액지원제도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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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로젝트들로, 발전차액 수혜기간의 단축(기존의 15년에서
12년으로 단축)이 적용되어 투자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불가리아의 풍력산업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전력생산
량이 많고 역사도 오래된 편이지만 관련 설비의 대부분을 수입
에 의존하고 있어 2010년 말 기준 연간 풍력발전 설비 수입액은
약 8,000만 달러에 이른다. 풍력발전의 핵심부품인 윈드터빈
(wind turbine)은 대체로 독일․덴마크․스페인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어장치(controller), 축(shaft), 기어(gear), 발전기(generator)
등은 불가리아산과 수입산 제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풍
력발전 설비 중에서 한국 제품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품목
은 전자제어시스템(electronic control system), 변압기(transformer),
발전기(generator) 등이며 기타 제품은 인지도나 선호도 면에서
낮은 편이라 볼 수 있다.

다. 태양광

불가리아의 태양광산업 발전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2010년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21.4MW, 생산량은 14.9GWh에 불과하
다(그림 Ⅳ-8 참고).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불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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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너지․관광부에 따르면 2011년 5월까지 불가리아 내에
서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소는 약 40MW 수준이고 2011년 말까
지 약 70MW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23)
불가리아는 일조량이 많아 전반적으로 태양광발전에 적합한 조
건을 갖추고 있으나 특히 태양광발전은 남부 쪽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Ⅳ-9 참고). 남동․남서부 지역은 그리스와의 접경지역으로

그림 Ⅳ-8 태양광발전 현황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불가리아 경제 에너지 관광부.

23) 2011년 9월 20일 불가리아 태양광협회(Bulgarian Photovoltaic Association)의 Nikola
Gazdov 회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불가리아의 태양광발전 부문은 일시적
인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할당량은 이미
2011년 5월에 배분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2011년 태양광발전 부문에 대한 투자
가 붐을 이루었으나,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변경으로 2012~13년에는 다소 둔화되
었다가 2014년 이후부터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Ⅳ. 신재생에너지 산업｜109

그림 Ⅳ-9 불가리아 태양광발전 지형도

자료: 불가리아 투자청.

국토의 10%에 지나지 않는 지역이지만 평균 일조량이 1,750시간
으로 가장 많고 기후가 온난하여 최적의 태양광발전 지역으로 평
가되고 있다. 이 지역의 평균 태양광발전 가능성은 4.25kWh/㎡이
며 연간 발전 가능량은 1,550kWh/㎡로 이미 흑해 연안을 중심으
로 상당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나 검토되고 있다.
불가리아 북동부 지역은 국토 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인구의
60%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농업지대이다. 이 가운데 루마니
아와 접경하고 있는 북동부지역과 흑해 연안지역이 태양광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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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평균 일조량은 남동․남서부와 마찬
가지로 1,750시간에 이르며 발전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의 평균 태양광발전 가능성은 4.25kWh/㎡이며 연
평균 발전 가능량은 1,475kWh/㎡로 대규모 발전이 검토되고 있
거나 진행 중이다.
불가리아 국토의 40%를 차지하는 중동부지역은 산악지역이
많고 기후 조건이 불안하여 태양광발전의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
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평균 태양광발전 가능성은 4kWh/㎡이며
연간 발전 가능량은 1,450kWh/㎡로 앞서 언급한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중동부 지역에는 대부분 대도시가
집중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단위로 소규모의 태양
광발전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그림 Ⅳ-10 참고).
그림 Ⅳ-10 불가리아의 지역별 연평균 태양광발전 전력생산량
(단위: kWh/㎡/year)

자료: 불가리아 투자청.

Ⅳ. 신재생에너지 산업｜111

불가리아 정부는 자국의 취약한 자본을 고려하여 거대 재원이
소요되는 태양광발전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1MW당 699레바
(357.39유로 상당)의 파격적인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했었고
이를 겨냥한 외국인투자가 급증했다. 부실투자를 우려한 불가리
아 정부는 2011년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제정과 함께
발전차액요율의 30.6%를 인하했고 발전차액의 수혜기간도 종전
의 2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투자가
잠시 주춤해진 상태이며 실투자가를 위주로 한 일부 프로젝트가
건설 단계에 있다. 불가리아의 향후 태양광발전 가능 용량은 약
3,000MW 정도로 추정되나 발전차액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
을 감안하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는 약 600MW 수준으
로 추정하고 있다. 2011년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제정
이전에 논의된 주요 프로젝트로는 일본의 Toshiba사의 10MW
얌볼 지역 프로젝트, 미국 AES사의 80MW 실리스트라 프로젝
트, 한국의 SDN이 추진한 벨리코터르노보 지역의 45MW 프로
젝트, 불가리아 Radomir Metal Industries사의 라도미르 50MW 발
전 프로젝트, 오스트리아 EVN사의 8.3MW 프로젝트, 불가리아
Real States사의 발전량 80MW 급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등이 있
다. 그러나 급격한 발전차액의 인하로 한국의 SDN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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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태양광 시장에는 태양광 모듈, 인버터, 건설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루마니아,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다양
한 회사들이 진출해 있다.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는 태양광 시장
의 주요 수입품목으로 2010년 기준 불가리아의 태양광 시장에
서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수입 규모는 9,400만 달러에 이른다.
2010년에 불가리아의 태양광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표 Ⅳ-3 및 그림 Ⅳ-11 참고).
불가리아에 유통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은 중국산이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저가품군인 CN Solar, Trina, Phono,
Chaori 등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불가리아
투자가들은 자금력이 취약하여 투자계획 단계에서부터 중국산
모듈 사용을 전제하고 있어 제3국 산이 진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제품은 투자에 수반되는 기자재로 수입되고 있으
며 2010년도에는 4,000만 달러, 2011년에는 약 6,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주요 한국 브랜드로는 현대중공업과 SDN
의 모듈이며 나머지 브랜드는 소규모로 유입되고 있다. 독일산
은 Schott Solar, Heckert, Solon, AE Solar, Sunways, Energietechnik,
Simens 등의 브랜드가 유통되고 있으나 가격 수준이 높아 현지
에서 시장점유율은 그리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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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불가리아 태양광 설비 수출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수출

수입

태양광 모듈
인버터
총합
태양광 모듈
인버터
총합

HS Code
854140
85044030
854140
85044030
-

2008
16,092.34
1,015.15
17,107.49
24,516.36
18,655.52
43,171.88

2009
2,653.69
703.26
3,356.95
11,273.35
12,881.44
24,154.79

2010
9,561.85
1,052.83
10,614.68
82,345.04
11,674.25
94,019.29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그림 Ⅳ-11 불가리아의 국가별 태양광 설비 수입 현황(2010년)
(단위: 만 달러)

태양광 모듈 수입

인버터 수입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라. 기타

1) 지열
불가리아는 유럽 국가 중 가장 풍부한 지열 에너지원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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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불가리아에서 지열 에너지원은 공공재로 특별히 102
곳에 이르는 주요 온천은 물에 관한 법(Law on Water)에 기재되
어 있다. 불가리아는 직접적인 지열 사용 시스템을 94.5MWth
규모로 설치했으며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380GWh에 이른다.
현재 불가리아에는 140곳의 지열을 이용한 온천이 있는데 주
로 광천요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열자원은 수천 년 동안 에너
지 및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지열자원은 불가리아

그림 Ⅳ-12 불가리아의 지열 프로젝트

자료: 불가리아 경제 에너지 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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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에 걸쳐서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어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그림 Ⅳ-12 참고). 건물 및 온실에서 사용되는 현대식 난방 시스
템은 거의 백 년 전부터 유래된 것이다. 불가리아 지열자원의
주요 특성은 열함량(엔탈피 enthalpy)이 낮다는 것이다. 불가리아
의 지열수(水)에는 소량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수원
에서는 보통 미네랄 함량이 1gr/l 이하이다. 불가리아 온천수의
평균 온도는 22~100℃로 다양하다.

2) 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

불가리아 국토의 60%는 경작지이고 30%는 산림지역이기 때문
에 바이오매스 부문이 대체에너지로서 매우 유망하다. 이미 불가
리아에서는 일부 난방발전소가 열병합과 코파이어링(co-firing, 바
이오매스+석탄)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EU가 제시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상 불가리아는 수송
부문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불가리아에 공급되는 바이오연료는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바이오연료 공장을 세우는 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바이오연료의 수입을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송 연료의 1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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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2020년도에 불가리아가 필요로 하는 바이오 연료는
170~205ktoe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가리아의 바이오가스는 주로 도시 하수도 정화식물로부터
발생하며 천연가스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바이오가스망이 발
달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2010년
의 바이오가스 전력생산 설비용량은 3.5MW로 전력생산량은
15.5GWh에 이른다(그림 Ⅳ-13 참고).

그림 Ⅳ-13 바이오가스 발전 현황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불가리아 경제 에너지 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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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가. 성장 잠재력
불가리아는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이 비교적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EU 기금이 유입되면서 신재
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열풍이 일었다. 불가리아 정부가 신
재생에너지 관련 법규를 정비하면서 투자인센티브가 감소하여
열풍이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것
으로 판단된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모듈과 같은 핵심부품의 가
격이 하락한다면 투자인센티브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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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SWOT 분석

강점

수력, 풍력, 태양광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원 보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리 시 다소 투명성이 부족

약점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규의 재정비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변화 등
갑작스러운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투자인센티브 감소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EU 기금 유입

기회

위협

기술 발전으로 인한 핵심부품의 가격 하락
EU 차원에서 불가리아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로 설정된
전력 부문의 16%, 교통 부문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 준수
불가리아 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

자료: Intellinews 자료 종합.

관련 프로젝트 관리 시 다소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불가리아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조달비율과 에너지
효율지표의 달성이라는 두 가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의무는 2005년도 말 불가리아의 에너지 생산구조와 효율에
근거하여 설정되었으며 미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여
력 및 정부의 정책역량도 감안된 것이다. 2020년까지 불가리아
가 전력의 16%와 교통 부문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불가리아 정부 차원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표 Ⅳ-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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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망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누적 발전용량은 2010년에 발전용량 및
발전량이 약 4.8배 증가했고 2011년에 약 1.5배 증가했다(표 Ⅳ-5
참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2020년의 목표치를 맞출 때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구분 시 발전량 기준으
로 수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순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Intellinews(2011)는 2020년 수력
발전량이 3,951GWh, 풍력발전 2,260GWh, 태양광발전 454GWh,
바이오매스발전 871GWh으로 총 7,537GWh의 발전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Ⅳ-14 참고).
현재 수력발전 생산지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은 다뉴브 강
유역으로 1950년경부터 다양한 연구조사가 실시되어 왔다. 2010

표 Ⅳ-5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2008 2009 2010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원
누적 발전용량(MW)
연간 신재생에너지원
발전량(GWh)

2011

2012

2013

2014

2015

121.4 185.4 882.8 1,334.4 1,681.5 2,030.8 2,198.5 2,524.1

287.2 438.5 2,088.0 3,156.1 3,977.0 4,803.2 5,200.0 5,970.1

자료: Global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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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4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용량 및 발전량 기여도

(2020년 목표치)

자료: Intellinews(2011).

년에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정부간 합동 개발 프로젝트가 검토
되어 왔고 현재 니코폴-투르누머구렐레(Nikopol-Turnu Magurele)와
실리스트라-카라라시(Silistra-Kalarash) 두 곳에 각각 800MW 급 대
형 수력발전소 건설이 검토되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용량에 대한 장기적 전망은 기관마다 차
이를 보이고 있다. Intellinews(2011)에 따르면, 2020년 풍력발전용
량에 대한 생태에너지생산자협회(APEE: Association of Ecological
Energy Producer)의 전망은 4,840MW이나 국가전력송신회사(NETC:
National Electricity Transmission Company)는 1,800MW를 예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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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2020년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는 APEE가 1,500MW,
NETC가 600MW를 전망하고 있는 반면 태양광협회(Photovoltaic
Association)는 가장 높은 2,000MW를 예상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분야에서는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위한 시설을 건설해 왔고 그 규모는 382ktoe에 이른다. 불가리아
정부는 이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 신재생에너
지 관련법 제정 시 발전차액의 수혜기간을 기존의 15년에서 20
년으로 늘리고 발전차액 비율도 100% 인상하는 등 파격적인 조
치를 취했지만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의 한 분야로 정착하기 위
해서는 경제적․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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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인프라 산업
1/
2/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

3/
4/

산업 개황

부문별 동향

인프라 산업의 성장 잠재력

1
산업 개황

가. 개황

최근 불가리아는 EU 기금의 대량 유입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수처리(water and waste water infrastructure), 철도 고속화
사업, 의료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인프라 건설이 활황을 맞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불가리아의 인프라 산업 관련 프로젝
트는 단위당 규모도 작고 전체 시장도 협소한 편이지만, 2013년
까지 EU로부터 대규모의 기금을 유입할 예정이고 대다수 프로
젝트 비용의 65~80%가 이러한 EU 기금으로부터 조달되어 불
가리아 인프라 산업의 예상 성장률이 높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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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인다. 특히 EU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도로 건설 및 현대화 프로젝트로 불가리아 인프라 산업
으로 그리스, 터키,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등 불가리아 주
변국의 활발한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가 기대된다. 인프라 산업
의 영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5장에서는 도로, 철도, 항만, 항
공 등의 교통 인프라와 수도, 석유․가스관 등의 설비 인프라로
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나. 불가리아의 인프라 시장 현황

불가리아의 건설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46억 달러로 불가
리아 GDP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인프라 산업의 규모
는 11억 달러로 GDP의 2.4% 수준이다. 2010년에 불가리아에서
발주된 인프라 건설 분야 프로젝트 건수는 총 348건이었으며 금
액 기준으로는 14억 6,000만 레바(7억 5,000만 유로)였다. 2011
년 중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철도, 수처리 분야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발주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제1차 EU 기금의
지원 마감시한인 2013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현재
보다 큰 폭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가리아 인프라 산업의 최대 투자자는 불가리아 정부로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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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원의 약 80%가 EU 기금을 활용하고 나머지 20%는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을 활용한다. 도로, 항만, 공공시설, 수처리, 의
료시설 현대화, 철도건설 등과 같은 불가리아 인프라 건설에 따
른 대부분의 재원은 EU의 결속기금이나 유럽지역개발기금으로
부터 조달되고 있다. 또한 예산상 1억 레바(약 5,100만 유로) 이
상의 프로젝트는 국가가 발주하며 3,000만 레바(약 1,500만 유
로) 이상은 광역지자체가 발주한다. 인프라 산업 중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도로건설로 수처리, 에너지, 공공시설 개
보수, 철도, 항만시설 개보수 등이 뒤를 잇고 있으며, 불가리아
의 교통인프라는 EU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
황이다(표 Ⅴ-1 참고).

표 Ⅴ-1 불가리아 인프라 산업의 현황
항목
건설업 총생산액(십억 레바)
연간 실질성장률(%)
GDP 대비 건설업 비중(%)

2007

2008

3.8

4.8

14.1

23.1

2009
5.2

2010
4.15

2011

2012

4.6

4.8

8.33 -20.19 10.84

4.35

6.9

7.6

7.9

6.7

6.5

6.4

총자본투자액(십억 레바)

16.8

22.3

16.4

16.2

17.1

18.3

GDP 대비 투자비율(%)

29.8

34.9

24.8

24.2

24.2

24.3

투자 증감률(%)

21.5 17.11 -28.94

-2.42

-

0.41

건설 분야의 인프라 산업 비중(%)
인프라 산업 성장률(%)
GDP 대비 인프라 산업 비중(%)

30.77 33.33
13.4 33.33
2.1

2.5

34.62

33.73 32.61 33.33

12.50 -22.22
2.7

2.4

7.14

6.67

2.1

2.1

자료: 불가리아 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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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

2007년 루마니아와 함께 EU에 가입한 불가리아는 국가 발전
정도에 차이가 있는 다른 EU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
져 있다. 이에 2007~13년 동안 EU의 지역개발 프로그램
(Regional Development Programme) 중 국가 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의 일환으로 교통․환경․불가리아 경제의 경쟁력
개발, 기술적 지원, 지역 개발의 다섯 가지 개발 프로그램
(Operational Programme)이 진행되고 있다. 인프라 산업과 관련해
서는 교통 개발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me ‘Transport’), 환
경 개발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me ‘Environment’), 지역개
발 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me ‘Regional Development’)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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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 있다.
EU에서 책정한 불가리아의 인프라 산업 부문의 EU 기금은 54
억 1,000만 유로이지만, 2010년 4월의 소진율은 승인액 기준으로
46.9%, 집행액 기준으로 10.37%에 불과하다. 따라서 불가리아로의
관련 기금 유입은 2011~12년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가. 교통 개발프로그램

교통 개발프로그램은 EU 기금이 지원하는 불가리아의 정책
중 가장 핵심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교통 개발프로그램의 예산
은 20억 유로를 조금 상회하는데, 이 중 각 프로젝트의 평균
81% 정도가 약 16억 유로에 해당하는 EU의 결속기금(CF: Cohesion
Fund)과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고 있다. 불가리아의 교통 개발프
로그램은 범유럽 교통망(Pan Trans-European Network) 연결에 우
선순위를 두고 있다. 불가리아와 유럽 주요국 간에 단절된 교통
시스템을 연결하고 노후화된 불가리아 영역 내의 철도 및 도로를
현대화하는 계획으로 유럽 기준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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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불가리아 교통 개발 프로그램 예산
(단위: 백만 유로)

프로젝트 영역

EU 부담 예산

불가리아 부담 예산

총 예산

철도 인프라 개발

464.0

116.0

580.0

도로 인프라 개발

791.7

197.9

989.6

통합 운송망 개선

179.4

31.7

211.1

해운 운송망 개선

133.3

23.5

156.9

56.1

9.9

66.0

1,624.5

379.0

2,003.5

기술 지원
합계
자료: EU 집행위원회.

표 Ⅴ-3 불가리아 교통 개발 프로그램 예산 집행 현황 (2011년 3월 15일 기준)
(단위: 백만 유로)

총 예산

프로젝트
수(건)

약정된
금융보조금

기지불된
약정보조금

철도 인프라 개발

580.0

5

498.4

11.6

도로 인프라 개발

989.6

3

360.2

30.6

통합 운송망 개선

211.1

2

185.4

85.6

해운 운송망 개선

156.9

0

0

0

기술 지원

66.0

44

26.0

7.7

2,003.5

54

1,070.1

136.5

프로젝트 영역

합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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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정부가 2011년 4월에 발표한 자료24)에 따르면, 2010년
9월 중순에 10억 7,000만 유로의 보조금이 승인되어 53% 이상
의 금융지원을 받게 되었고 1억 3,650만 유로가 집행된 상태이
다. 이처럼 EU 기금이 교통 개발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는 있으나 불가리아 정부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의 재정기여를
해야 한다. 이에 EU는 불가리아의 매칭펀드(matching fund) 조달
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유럽
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에 재정적 지원 및
경영 지원을 요청했고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안은 이미 확
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도로망 재개발 사업인 ‘도로 인프라 재개
발(Rehabilitation of the road infrastructure)’ 프로젝트에는 세계은
행으로부터 차관 9,000만 유로가 사용되고 있다. 이어 주요 교통
핵심 지역의 설비투자, 주요 국경검문소의 재건 및 현대화, 마리
차(Maritsa) 고속도로와 터키 국경 간 3.4km의 연결도로망 건설 등
을 실시하는 ‘제2차 무역 및 교통시설(Second Trade and Transport
Facilitation)’ 프로젝트는 4,090만 유로 규모의 세계은행 차관이
제공되었다.

24) European Commission(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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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부문에서는 구조기금과 결속기금의 효율적 수용을 통하
여 지속가능한 시스템 개발과 신규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바,
철도 인프라의 개선 및 구조조정을 위해 세계은행으로부터 2억
4,000만 유로 규모의 차관을 3회에 나누어 제공받는 협상이 진
행 중이다. ‘철도 인프라 재개발(Rehabilitation of the railway
infrastructure)’ 프로젝트에 따라 불가리아 철도의 유지 보수를 위
한 설비 구입 및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7,000만 유로의 추가 차
관 도입이 결정되었고 이를 국영 철도인프라사(NCRI: National
Company ‘Railway Infrastructure’)가 관리하여 불가리아 철도 인프
라 서비스의 효율성 및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표 Ⅴ-2 및 표
Ⅴ-3 참고).

나. 환경 개발 프로그램

환경 개발 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me ‘Environment’)은 불
가리아의 자연자원을 보호 및 보전하고 고용창출 등 경제 부문을
포함한 불가리아 전반의 환경 상태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
고 있다. 이 분야에는 수처리, 폐기물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EU 지침(Council Directive 91/271/EEC, 1991.5.21)에 의거, 불가리
아는 인구 1만 명 이상의 도시 205개에 대해 2013년 말까지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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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 18억
유로의 환경 개발프로그램 예산이 할당되었고 EU가 14억 6,640
만 유로를 보조하여 관련 시설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표 Ⅴ-4 불가리아 환경 개발 프로그램 예산
(단위: 백만 유로)

프로젝트 영역

EU 예산 출처

상하수도 인프라
결속기금 (CF)
개선 및 개발
폐기물 처리 인프라 유럽지역개발기금
개선 및 개발
(ERDF)
생물다양성 보존 및 유럽지역개발기금
복원
(ERDF)
유럽지역개발기금
기술 지원
(ERDF)
합계
-

EU 부담
예산

불가리아
부담 예산

총 예산

1,027.4

256.8

1,284.2

311.7

55.0

366.7

87.8

15.5

103.3

39.5

7.0

46.5

1,466.4

334.3

1,800.7

자료: EU 집행위원회.

표 Ⅴ-5 불가리아 환경 개발 프로그램 예산 집행 현황(2011년 2월 28일 기준)
(단위: 백만 유로)

프로젝트 영역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및
개발
폐기물처리 인프라 개선
및 개발
생물다양성 보존 및 복원
기술 지원
총합계

총예산

프로젝트
수(건)

약정된
금융보조금

기 지불된
약정 보조금

1,284.2

190

468.9

121.6

366.7

36

18.4

4.7

103.3
46.5
1,800.8

31
58
315

28.6
11.8
527.7

4.7
2.1
133.0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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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발 프로그램의 요구조건, 절차, 우선순위 등을 전반적
으로 개선시키고 프로그램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한 결과,
2009년 7월 3억 9,930만 유로가 보조승인, 2,350만 유로가 집행
된 것에 비해 2011년 2월에는 5억 2,770만 유로가 보조승인, 1
억 3,300만 유로가 집행되었다(표 Ⅴ-4 및 표 Ⅴ-5 참고).
환경 개발 프로그램의 목표는 ① 2014년 12월 31일까지 인구
2,000명 이상의 모든 도시에 중앙 하수도망을 건설함과 동시에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를 보장하고, ②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이,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의 폐품을 총무게의 50%까지 재사용 및
재활용할 수 있도록 2020년 전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③ 충전작
업 시 사용해도 안전한 건설 및 철거 폐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재료의 70%까지 재사용․재활용하는 방안을 2020년
전까지 마련하고, ④ 생분해가 가능한 도시 폐기물의 양을 2013
년까지 50%, 2020년까지 35%로 줄이는 것이다.
불가리아 정부의 발표자료25)에 따르면, 최근 프리모르스코
(Primorsko) 도시에 1억 3,290만 유로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하
수펌프장 프로젝트 두 건을 완료했으며, 총 7억 4,140억 유로 규
모의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 다섯 건도 진행 중이다. 또한 비딘
(Vidin), 부르가스(Burgas)와 페르닉(Pernik) 지역의 폐기물처리 인
25) European Commission(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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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가 평가단계에 있으며 빠르면 2011
년 지방선거 이후 입찰이 시작될 예정이다. 2011년에만 적어도
25개 도시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제안서가 제출되었으
며, 이는 2014년까지 총 1억 1,300만 유로 규모가 단계적으로 개
발될 예정으로 2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다. 지역개발 프로그램

불가리아의 도시를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EU
의 ‘유럽 2020 전략26)’ 목표와도 합치한다. 지역개발 프로그램
(Operational Programme ‘Regional Development’)은 불가리아 각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불가리
아는 여타 EU 회원국과 사회 및 경제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고 불가리아의 생활 및 근무 환경을 개선,
관광 잠재력을 개발하며 특히 중소도시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6) ‘유럽 2020’은 2010년에 채택된 EU의 성장전략으로 2020년까지 고용, 혁신, 교
육, 사회 포함(social inclusion), 기후․에너지 부문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EU 집행위원회(http://ec.europa.eu/europe2020/index_en.htm)
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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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불가리아 지역개발 프로그램 예산
(단위: 백만 유로)

프로젝트 영역
지속가능하고 통합된 도시개발
지역 및 지방 접근성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역개발 및 협력
기술 지원
합계

EU
부담 예산
713.2
340.3
185.4
76.2
46.0
1,361.1

불가리아
부담 예산
125.9
60.0
32.7
13.5
8.1
240.2

총예산
839.1
400.3
218.1
89.7
54.1
1,601.3

자료: EU 집행위원회.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예산은 16억 유로를 조금 상회하고 약
52.4%가 도시개발 부문에 할당되어 있다(표 Ⅴ-6 참고). 불가리아
정부가 발표한 자료27)에 나타난 2011~12년의 단기 프로젝트 중
지역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젝트로는 ① 중요성․보호장
치․안전성․신뢰성을 갖춘 공공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지원과 ②
도시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
인 국가 사회 인프라에 대한 지원 체제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또
한 공공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지원과 관련하여 소피아, 부르가스
외에도 불가리아의 5대 도시에 대한 통합된 도시 교통 지원 프로
젝트, 도시 의료기관의 재개발, 현대화와 장비제공 프로젝트, 2급
도로와 3급 도로의 재개발 및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27) European Commission(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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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동향

가. 교통 인프라

불가리아의 교통 인프라 산업은 주변 유럽 국가들의 상황과 비
슷하게 화물운송 부문은 민간부문이나 승객운송 부문은 아직 다
수가 공공부문 혹은 정부기관의 감독을 받는 부분으로 남아 있다.
불가리아 교통․정보기술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에 따르면, 496개 부문이 부분적
혹은 완전 민영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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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불가리아의 교통 인프라 산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인프라 중 교통 인프라의 가치비중(%)

31.8

26.7

29.1

28.5

28.0

27.5

27.2

26.9

교통 인프라 산업 가치(10억 레바)

0.50

0.45

0.47

0.50

0.53

0.56

0.59

0.61

-12.7 -24.6

6.5

1.7

1.7

2.6

1.9

1.7

교통 인프라 산업의 가치 성장률(%)

자료: BMI(2011d).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정부의 긴축재정이 본격적으로 진행
되기 시작했고 이는 공공 인프라 부문에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2008년과 2009년 교통인프라의 가치성장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010년에 다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
다(표 Ⅴ-7 참고). 한편 교통 인프라는 도로, 철도, 항공의 순으로
교통 인프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 도로

지난 10년간 불가리아의 도로 사정은 많이 나아졌다. 도로는
화물하중단속을 제외한 대부분이 민영화되어 선의의 경쟁이 이
루어지고 있다. 2010년 기준 불가리아 전체의 도로망 길이는 1만
9,456Km이며, 이 중 437Km가 고속도로이고, 2,970Km가 A급
국도, 4,030Km가 B급 국도, 1만 2,019Km가 지방도이다(표 Ⅴ-8
및 그림 Ⅴ-1 참고).

138｜불가리아의 주요 산업

포장도로의 길이는 1만 9,177km로 도로 포장률이 98.6%로 높
은 편이나 유지 보수에는 다소 소홀한 면이 있다.
EU가 도로 인프라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도로건
설 및 현대화 프로젝트이다. 인프라 구축 전문 컨설팅 기업인
PMR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중부 및 동부유럽의 도로건설 규
모가 향후 2년 동안 각각 150억 유로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불가리아 지역개발 및 공공사업부(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and Public Work)는 제2차, 제3차 도로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
이다. 2011년 6~7월에는 예산 조달이 완료된 15개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으며 2011년 연말까지 약 62개 구간
에 대한 포장작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불가리아 도로건설
및 현대화에 할당된 예산의 총액은 50억 레바(약 25억 유로) 정
도이다.

표 Ⅴ-8 불가리아의 도로유형별 도로망 현황(2010)

도로 종류

고속도로

A급 국도

B급 국도

지방도

합계

도로망
길이(㎞)

437

2,970

4,030

12,019

19,456

비중(%)

2.2

15.3

20.7

61.8

100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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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불가리아의 주요 도로 확충 현황

자료: Invest Bulgaria(http://www.investbulgaria.com).

국도 개보수 제1단계는 약 220㎞에 달하는 국도의 노면 재포
장과 굴곡노선의 직선화, 노후교량 교체작업으로 현재 진행 중
이다. 이어지는 약 2억 6,400만 레바의 예산을 투입하는 제2단계
는 2011년 6월에 시작되었고 311㎞ 도로의 광폭화와 재포장,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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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로건설, 직선화 등의 작업이 수반된다. 전체 예산 중 제2단
계와 제3단계 도로현대화에 소요될 예산의 규모는 3,400만 레바
(1,700만 유로)로 불가리아 북부지방의 16개 도로 개보수 작업에
투입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30개의 도로에 대한 터널 및 교
량공사를 하는 등 총 700㎞에 달하는 도로의 확장과 직선화 사
업도 포함될 예정이다.
2010년 12월 21일 EU 집행위원회는 트라키야(Trakiya) 고속도
로 건설 준공에 필요한 3억 5,700만 유로의 자금공여를 승인하
였다. 트라키야 고속도로는 수도 소피아와 제3의 항구도시인 부
르가스를 연결하는 국토의 대동맥으로 3단계에 걸쳐 건설된다.
현재 150㎞에 달하는 구간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2012년 12
월에 완공 및 개통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011년 5~6월 사이에는 마리차 고속도로의 1단계
구간과 2단계 구간 공사의 입찰이 진행되었고 스트루마(Struma)
고속도로의 1단계 공사입찰도 시공자가 결정되는 등 EU 기금
지원에 의한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프
로젝트는 EU에서 파견된 인사와 유럽투자은행의 전문가, 정부
관계자, 도로청 관계자들로 구성된 실무자 그룹이 관장한다(표
Ⅴ-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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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9 불가리아 고속도로 건설 및 발주 현황

프로젝트명

연장
(Km)

예산
(억 유로)

스투루마
156
(Struma) (4개 구간)

10.8

낙찰 및 입찰 참여 기업
- 1구간: GBS(불가리아)+
Patstroy(불가리아)
+Impreza(이탈리아)
- 2, 3구간 입찰 예정
- 4구간: 7개 사 참가

- 2구간: Trace(불가리아)
- 3구간: Akor(그리스)

진행 상태

- 1구간: 착공
- 2, 3, 4구간
입찰 준비 및
진행 중

- 1,5구간: 완공
- 2구간: 60%
- 3구간: 50%
- 4구간: 35%

트라키야
(Trakiya)

116
(5개 구간)

2.1

률린(Lyulin)

19

1.85

- Mapa Djengiz(터키)

- 2011년 완공

마리차
(Maritza)

70

2.08

- 2구간: 마리차 컨소시엄
- 1구간: CMC(이탈리아)

- 착공

304

15

소피아 칼로티나

78
(3개 구간)

4.08

- 입찰 준비 중
2011년 10월

흑해

103

4.5

- 계획 중

헤무스
(Hemus)

- 4구간: 불가리아 컨소시엄 - 2012년 말~
2013년 초
완공예정

자료: 불가리아 교통 정보기술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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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준비 중
2011년 10월

2) 철도

불가리아 통계청의 집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불가리아 철도
총연장은 4,098km에 이르며, 이 중 68%에 해당하는 2,785km의
철로가 전철화 구간이다. 철도운송을 통한 화물수송거리는 620
만km에 달했으나 승객수송거리는 무려 2,310만km에 이르는바
철도가 승객수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가리아 철도시설공사(NRIC)의 자료에 따르면 철도기반시설
의 현대화와 개보수에 대한 사업 비용은 총 14억 레바(약 7억 유
로)이다. 철도의 개선은 불가리아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이를 통
해 불가리아의 철도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럽 철도 시스템 통합을
위한 고속화․표준화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간의 연결을 향
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유럽의 단일 규격에 맞춘 철
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이며, 이는 유럽의 대도시와 다른 도
시 간의 철도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불가리아는 현재 EU 집행위원회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대
한 자금을 요청한 상태이다. 그러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정부는 지자체와 국가 예산으로 자체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하철과 철도개선 프로젝트에 7억 5,500만
레바(3억 8,600만 유로 상당)를 별도로 설정하였고,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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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불가리아 주요 철도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 명

연장
예산
(Km) (억 유로)

플로브디브-부르가스
철도개보수

292

1.62

셉템브리-플로브디브
철도 현대화

52

1.2

스빌렌그라드터키국경 전철화

19

0.36

비딘-소피아
고속철도화

269

10

낙찰 및 입찰
참여 기업명

진행 상황

- 2011년 5월 착공
- 1구간: 2012년
- GCF/SK13/
7월
Trace Railinfra Ltd
- 2, 3구간: 2014년
완공 예정
- 1구간: Swietelsky
- 2011년 7월 5일
- RVP Koehne
계약
- 2구간: IGA
- 2014년 완공 예정
- 3구간: Porr Bau
- 2010년 5월 8일
착공
- OHLJS(체코)
- 2012년 완공 예정
- 2012년 4월
입찰 예정
- 2013년 착공 예정

자료: 불가리아 교통 정보기술통신부.

EU의 교통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의 80%
의 지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불가리아 철도의 현대화사업은 현재 1단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2의 도시인 플로브디브(Plovdiv)와 제3의 도시인 부르가스
(Bourgas) 간 철도 노선에 대한 고속철도화 작업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 소피아와 플로브디브 구간의 철도노선 사업은 평균 시속
80~100㎞인 열차의 속도를 160~200㎞로 향상시키는 고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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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업이다. 철도 역사 개보수와 굴곡노선의 직선화 작업도 포
함되어 있으며 전체 소요 예산은 10억 레바(약 5억 유로 상당)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대형 철도 프로젝트로는 서북부 국경도시인 비딘
(Vidin)에서 수도 소피아까지 269km를 고속철도화하는 작업이다.
이는 20억 레바(약 10억 유로)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일찍이 국제적인 철도건설 회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2012년 4월 초 국제입찰 예정이며 2012년에 설
계 및 감리업체를 선정한 이후 2013년경에 본격적인 건설사 선
정을 위한 입찰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셉템브리(Septemvri)–플로브디브 구간의 고속철 프로젝트는 2011
년 말까지 총건설비용의 100%, 디미트로브그라드(Dimitrovgrad)–스
빌렌그라드(Svilengrad) 구간의 철도현대화 프로젝트는 2011년 말
까지 20% 이상의 자금 지원과 철도교통개선 펀드가 지원될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셉템브리-플로브디브 프로젝트의 목표는
시속 160~200km로 노선을 2시간 내에 주파하는 고속철도화 사
업으로, 10억 레바(약 5억 유로) 이상의 추진예산이 지원될 예정
이다. 이 밖에도 철도교통 통제시스템 구축, 도심구간에 대한 철
도현대화, 신규 철도차량의 구매, 노후화된 객차 및 화물차의 개
보수 프로젝트들도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2014~20년에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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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비딘(Vidin)–소피아 간 269km의 노선
설계 및 감리업체의 선정과 더불어 소피아–드라고만(Dragoman)
철도 노선 설계 마무리가 있다(표 Ⅴ-10 참고).

3) 항만 및 항공

항만과 항공설비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로서
일부 개보수 및 현대화 작업 외에는 민자 사업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세계경제위기 발발 이후의 물동량으로는 수익성
이 다소 낮은 편이라 대부분 프로젝트가 추진계획은 있으나 크
게 진전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표 Ⅴ-11 불가리아 항만 프로젝트 추진 현황

프로젝트 명

사업 규모
(백만 달러)

바르나 컨테이너
화물 터미널

시공사

기간(년)

세부사항

283
(JBIC 자금)

-

2010~
14

컨테이너 터미널
임대계약 입찰
(2010년 9월)

450

-

-

9.8

Bulgarian
River Shipping

2010~
40

공사 완료 후

부르가스 컨테이너
화물터미널
비딘항 조계지 건설

자료: 불가리아 교통정보기술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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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자자
물색 중
계약 중

불가리아의 모든 항구는 정부 소유로 되어 있으며, 불가리아의
항만 중 수익을 내고 있는 항은 바르나(Varna), 루스(Ruse), 비딘
항이 있고, 그 외 대부분의 항만이 전문화 부족, 부적절한 선적
설비, 불충분한 심해 접근성, 체계․물류․정보시스템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흑해 연안의 바르나와 부르가스 항에서는 불
가리아 해운무역의 60% 이상을 처리하고 있고, 현대화된 항만
물류시설 건설을 추진 중이다. 바르나 항구의 물류 허브화는 새
로운 컨테이너 항만시설 건설과 더불어 불가리아 정부가 역점적
으로 추진 중인 교통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표 Ⅴ-11 참고). 한편 부르가스 항은 최근 1억 9,600만 달러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 프로젝트로 새로운
방파제, 화물터미널, 수로 준설 등이 이루어져 항구의 효율성을 향
표 Ⅴ-12 불가리아 공항 프로젝트 추진 현황

프로젝트 명

사업 규모
(백만 달러)

시공사

기간

세부사항

플로브디브 공항터미널
개보수공사

4.1

n/a

2009

2개월 계획으로
2009년 완료

바르나 공항, 신규
여객 터미널 공사

26

Fraport AG

2009~
11

공사 중

부르가스 국제공항
확장공사

15

Fraport Twin
Star Airport
Management

2010~
11

공사 중

자료: 불가리아 교통 정보기술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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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켰다. 부르가스 항이 보스포러스 해협의 새로운 대안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상업 중심지가 되고 있으며, 주변에 국제공항도 있다.
불가리아 해양청(Executive Agency Maritime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최근에 다뉴브 강의 내륙수로 개발 프로젝트가 가장 주
목된다. 217만 유로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2012년 3월까지 36개
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8개국28)이 참여하고 있다. 프로젝트
완료 시 흑해로부터 중부 유럽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불가리아가
EU 신규회원국의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가리아에는 10개의 민간공항이 있고 그중 4개가 국제공항으
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소피아 공항, 부르가스 공항, 바르나 공
항에 한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가장 큰 공항은 소피아 공항(혹
은 Vrazhdebna 공항)으로 1930년대에 지어졌고, 2006년에 새로운
터미널이 완공되어 총 2개의 터미널로 확장되었다(표 Ⅴ-12 참고).

나. 설비 인프라

불가리아는 특히 설비 부문에서 저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설비
인프라는 정부투자에 크게 좌우된다. 2010년에는 긴축재정으로
28)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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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3 불가리아의 설비 인프라 산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인프라 중 설비 인프라의 비중(%)

68.2

73.3

70.9

71.5

72.0

72.5

72.8

73.1

설비 인프라 산업 가치(10억 레바)

1.1

1.2

1.1

1.2

1.4

1.5

1.6

1.7

설비 인프라 산업의 가치 성장률(%)

36.1

0.7

-5.4

4.8

4.5

5.3

3.8

3.3

자료: BMI(2011d).

인해 정부의 설비투자가 감소했고 설비 인프라의 산업가치 성장
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1년에는 반
등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비 인프라가 전체 인프라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한다. 교통 인프라의 가치가 하락하더라
도 수도 인프라 산업이 이를 충분히 상쇄시키기 때문에 미약하게
나마 인프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표 Ⅴ-13 참고).

1) 수도 인프라

수도 인프라의 저성장은 설비 인프라의 저성장에 영향을 미쳤
다. 수도 인프라 산업의 가치는 0에 가깝다. 전체 인프라 산업
중 수도 인프라의 비중이 0.7%로 나타나고 있고 2010년 이후부
터 더 이상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다(표 Ⅴ-14 참고). 수도 인프
라 중 그나마 하수도 부문이 설비 인프라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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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된다. 향후 불가리아에서 진행될 상하수도 및 수처리 프로젝
트 내역은 [표 Ⅴ-15]와 같다.

표 Ⅴ-14 불가리아의 수도 인프라 산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설비 인프라 중 수도 인프라의 비중(%)

2.7

3.0

3.2

3.2

3.1

3.1

3.1

3.1

수도 인프라 산업 가치(10억 레바)

0.0

0.0

0.0

0.0

0.0

0.0

0.0

0.1

수도 인프라 산업의 가치성장률(%)

54.9 13.6

0.4

3.8

3.6

4.4

3.2

2.8

0.6

0.7

0.8

0.8

0.8

0.8

0.8

전체 인프라 산업 중 수도 인프라의 비중(%)

0.7

자료: BMI(2011d).
표 Ⅴ-15 2011~12년 발주 예정인 수처리 프로젝트

No
1
2
3
4
5
6
7

프로젝트 명

세부상황

초기 계획 및
자금 조달 협상
초기 계획 및
Shumen 하수처리 건설계획
자금 조달 협상
계획 완료 및
Teteven 하수처리 건설계획
입찰 준비
초기 계획 및
Dulovo 하수처리 건설계획
자금 조달 협상
Albena 하수처리 건설계획
기획 초기 단계
계획 완료 및
Yambol 하수처리 건설계획
입찰 준비
Veliko Tarnovo 하수처리 건설계획 자금 확보 중
Aytos 하수처리 건설계획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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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비용
(US$/백만)

2012년 말

23.1

2012년 중순

21

2012년 말

21.1

2013년 초

18

2013년 초

11.2

2012년 10월

24

2012년 중순

26.5

EU는 2010년 12월에 총규모 1억 3,290만 유로의 거대한 2개
상하수도 인프라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다. 이 분야에서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완수 및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프리모르스코
(Primorsko) 시의 하수 및 오수펌프시설이다. 현재 이 외에도 5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 밖에
124개소의 쓰레기 집하장 및 도시폐수처리계획(TWWTP)과 관
련된 시설들이 건설될 계획이다. 현재 수처리 부문의 총규모는
7억 4,140만 유로로 기술지원 및 건설 절차에 따른 총 19개의
프로젝트를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2) 석유․가스관 인프라

석유․가스관 인프라는 전체 인프라 산업이나 설비 인프라 부
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 인프라보다 높게 나타났고, 산업
가치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불가리아는 석유나 가스를 생산
하지만, 석유의 경우 생산량이 매우 적고 가스도 고갈되고 있다.
이에 석유․가스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흑해 연안을 통한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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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6 불가리아의 석유․가스관 인프라 산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설비 인프라 중
24.6 28.8 26.5 27.0 27.4 27.8 28.1 28.3
석유 가스관 인프라의 비중(%)
석유 가스관 인프라 산업
가치(10억 레바)

0.3

0.4

0.3

0.3

0.4

0.4

0.4

0.5

석유 가스관 인프라 산업의 가치
-12.
54.6 20.5
6.9
성장률(%)
7

6.2

6.8

4.9

4.1

전체 인프라 산업 중 석유 가스관
16.8 21.1 18.8 19.3 19.7 20.2 20.5 20.7
인프라의 비중(%)
자료: BMI(2011d).

불가리아는 석탄 및 석유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 가스 소비로
대체하려 하고 있으며, 흑해를 가로지르는 가스관을 통해 러시
아에서 직접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러시아가 주변
의 다른 유럽 국가들에 가스를 수출할 때 통과지점이며, 이에
현재의 가스관을 연장시키거나 새로운 가스관을 설치하려는 계
획을 갖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가스를 수입하기 위한 나
부코(Nabucco)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불가리아가 가스의 공급
원을 다변화하고 연결망을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가
스관의 용량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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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Ⅴ-1 불가리아 인프라 부문의 주요 경쟁기업

불가리아 인프라 건설에 참가하는 회사들은 주로 그리스, 터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회사들로 불가리아 주변국의 참여가 활발하다. 아래는 인프라 부문의
주요 기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① AB AD:
-

건설, 재개발, 도로포장, 도로관리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기업
EBRD의 자금으로 지원되는 도로 프로젝트의 일환인 Hasko
Harmanli의 Е-80 도로의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
현재 식품 농업부의 주문으로 농업도로를 건설 중이며, 프로젝트의 총규모
200만 레바(약 150만 달러)인 카메니(Kamenni)와 오브차르스키(Ovcharski)
도로 포장 재개발공사를 진행
- 현재 트라키야 고속도로(Trakiya 4)의 멤버 회사 중의 하나로 45km에 대
하여 최저가격인 1억 7,400만 레바(약 1억 1,480만 달러)를 제시
② La Cooperativa Muratori e Cementisti - CMC di Ravenna:
-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2010년 매출 7억 6,000만 유로를 달성한 유럽
유수의 건설회사
- 이탈리아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중국에서의 건설 경험이 풍부
- 현재 불가리아에서 Maritsa고속도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불
가리아 내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 참가한 경험이 없음
③ Porr Technobau und Umwelt
- 오스트리아의 건설회사로 저가 수주방식으로 불가리아에서 발주되는 고속
도로 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해 뛰고 있으며 철도 건설 및 화력발전소 시공
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Maritsa 고속도로 2단계 프로젝트에 km당 183만 유로라는 사상 최
저가격을 제시하여 화제가 됨
이 외에도 그리스의 Aktor, 터키의 Mapa Bulgaria 그리고 ISA 2000 같은 여
러 회사가 1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활발한 영업을 전개하
고 있다.
자료: KOTRA 소피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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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프라 산업의 성장 잠재력

가. 성장 잠재력

비록 불가리아의 인프라 시장이 GDP 대비 2.3~2.5%인 11억~12
억 달러 수준으로 상당히 작은 규모이기는 하나 불가리아 정부
가 EU 기금을 활용하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그러나 절차상 투명성이 부족하여 프로젝트가 지연
되기도 하고, 부패로 인해 EU 기금의 유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
기도 했다. BMI(2011d)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부패정도는 우려할
정도이지만 불가리아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조직
과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조직을 통합하여 경제발전 계획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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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프라 프로젝트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불가리아는 러
시아의 가스관이 서유럽으로 통과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 잡
고 있다. 가스를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불가리아의 입장에서
는 매우 유리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불가리아의 상황을 종합하면 부패와 그로 인한 EU 기
금 지연, 불투명한 행정으로 인한 프로젝트 진행 지연 등의 위
험은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인프라를 확충시키려
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불가리아 인프라 산업의 성장 잠재력
을 재확인시켜준다(표 Ⅴ-17 참고).

표 Ⅴ-17 불가리아 인프라 산업의 SWOT 분석

강점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확충 의지

약점

절차상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프로젝트의 지연
절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불가리아 인프라 시장

기회

EU 기금의 유입으로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러시아 가스관의 영토 내 통과로 인한 부대이익 예상

위협

부패로 인해 EU 기금의 지급 지연

자료: BMI(201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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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망

불가리아 인프라 산업에 대한 투자는 불가리아가 EU에 가입
한 다음 해인 2008년도에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경
기침체와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체를 보였다. 그러나
2013년까지 교통 개발 프로그램, 환경 개발 프로그램, 지역개발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인프라 산업 성장률이 최고조
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가리아 인프라 산업
은 향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EU가 역점을 두고
있는 도로건설이나 철도현대화 프로젝트 등이 가장 활발하게 추
진될 것으로 보인다(표 Ⅴ-18 참고).

표 Ⅴ-18 불가리아의 인프라 산업 전망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건설업 중 인프라 산업의 비중(%) 32.6 34.0 32.9 33.5 34.0 34.6 35.0 35.3
인프라 산업 규모(십억 레바)

1.6

1.7

1.6

1.7

1.9

2.0

2.2

2.3

인프라 산업 규모(십억 달러)

1.1

1.2

1.1

1.2

1.2

1.3

1.4

1.5

16.2 -7.3 -2.2 3.9

3.7

4.5

3.3

2.8

2.3

2.3

2.3

2.3

인프라 산업의 성장률(%)

인프라 산업의 GDP 대비 비중(%) 2.3
자료: BMI(201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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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3

2.3

다. 불가리아 인프라 건설사업 수주 가능성

불가리아 인프라 구축 정책은 대부분 EU의 지원으로 이루어
진다. 이는 입찰에서 EU 기업이나 비 EU 기업 간에 차별을 두
지 않는다는 뜻이나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견해일 뿐 실제 수주
전에서는 EU 기업 우선정책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과거 불
가리아에서 수행된 고속도로 건설에서 비 EU 기업이 수주한 사
례는 거의 없으며 유일하게 터키 업체가 수주한 경험이 몇 번
있으나 이 역시 불가리아 내 터키 기업을 전폭 지원하는 정치집
단과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프로젝트
수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책 결정 핵심인물과의 연결고리 마
련이며, 우수한 실력과 커넥션을 보유한 불가리아 업체와의 컨
소시엄 구성 참여가 불가피하다.
수주에 있어 한국 업체들의 가장 큰 약점은 대부분의 입찰에
서 참가조건으로 내세우는 EU 영역 내 시공경험이 없다는 점이
다. 이 밖에 관련 참고자료의 부족,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도
흔히 직면하는 문제이다.
불가리아의 프로젝트 대부분은 불가리아 정부나 지방자치단
체, 관련 기관이 발주처가 되나 특정 프로젝트는 EU에서 직접
관장하기도 한다. 특히 대부분의 건설재원이 EU 기금이거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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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관에서 출연되는 경우는 EU 인사와 유럽투자은행의 전문
가, 정부관계자, 도로청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실무자 그룹이 파
견되어 직접 관장하기도 한다.

라. 효과적인 인프라 산업 수주전략

불가리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70%는 불가리아 업체들이
수주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 건설프로젝트 대부분이 EU 기금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EU권 건설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
서 비 EU권 기업들은 EU권 기업과 컨소시엄이 필수라 할 수 있
다. 발주처와 밀접한 커넥션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나 현지 에
이전트를 반드시 활용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입찰 조건에서 철도건설은 과거 5년간 신규철도 수주구간이
33km이거나 수주액이 1억 5,000만 유로 이상일 것을 요구하며,
도로건설에도 유사한 입찰 참가 제한 요건이 있으므로 향후 발
주될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과 어떠한 시공실적을 구
비해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
을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
만약 자체적인 입찰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요건을
보충할 수 있는 파트너를 사전에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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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U 펀드나 불가리아 정부의 재정으로 완벽하게 예산조달이
끝난 프로젝트보다는 EU 펀드로 충당이 안 된 2~30%의 공사금
액을 자체적으로, 또는 BOT 방식으로 조달하는 조건으로 시공권
을 요구하면 보다 용이한 프로젝트의 수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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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불가리아 경제협력 현황 및 기본 방향

가. 교역 현황

불가리아와의 교역은 1974년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등락을
반복하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불가리아의 EU 가입에 대한 윤곽
이 구체화된 2004년 이후 들어 급증했다. 2004년에는 2억 9,900
만 달러 규모로 한․불가리아 교역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글
로벌 경제위기 발발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2억 달러
선을 상회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2억 4,800만 달러 규모로 전
년대비 122%라는 높은 교역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연도별
교역 규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2000~10년 한국의 불가리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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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한․불가리아 교역량 추이
(단위: 천 달러)

주: 2011년은 1~10월 누계.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대한 교역증가율은 연평균 55.6%로 나타났지만, 1990~2010년
의 연평균 교역증가율은 27.8%로 나타났다(그림 Ⅵ-1 참고).
한국의 총수출 규모는 2010년 기준 4,663억 8,400만 달러로
중국(총수출 비중의 25.1%), EU(11.5%), 미국(10.7%), 일본(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불가리아 수출은 1억 3,100만 달러 규
모로 한국 전체 수출 비중의 0.03%를 기록했으며 한국의 102번
째 수출국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총수입 규모는 4,252억 1,200만
달러로 중국(총수입 비중의 16.8%), 일본(15.1%), 미국(9.5%),
EU(9.1%) 순으로 나타났으며 불가리아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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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한국의 대불가리아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주: 2011년은 1~10월 누계.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1,700만 달러로 총수입의 0.03%로 한국의 79번째 수입국으로
나타났다(그림 Ⅵ-2 참고). 한편 2010년 불가리아의 총수출 규모
는 304억 3,500만 레바(약 206억 달러)로 역내 수출이 60.9%를
차지할 만큼 높지만, 개별회원국으로 보았을 때 독일(10.7%), 이
탈리아(9.7%), 루마니아(9.1%) 순으로 수출이 이루어졌고 한국은
불가리아의 27대 수출국으로 불가리아 수출의 0.6%를 차지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총수입 규모는 3,763억 9,500만 레바(약 254억
7,700만 달러)로 역내 수입이 58.5%로 역내 수출 못지않게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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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러시아(16.2%), 독일(11.6%), 이탈리아(7.4%) 순으로
수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불가리아 총수출의 0.4%로
불가리아의 32대 수입국의 자리를 차지했다.
품목별 교역구조29)를 살펴보면 2010년 한국의 대불가리아 최
대 수출품목은 32.1%를 차지하는 전자부품으로 수송기계(16.8%),
산업용 전자제품(13.7%), 석유화학제품(13%), 가정용 전자제품
(4.6%) 순이다. 상위 10개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6%에 이른다. 이중 가장 두드러지는 품목은 수송기
계, 석유화학제품과 가정용 전자제품이다. 대불가리아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2004년에는 수송기계의 수출이 2억 2,900만
달러 규모로 2004년 대불가리아 수출의 82.1%로 유난히 높았으
나 차츰 낮아져 2010년에는 2,200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석
유화학제품은 2004년에 1,400만 달러를 수출하며 처음 1,000만
달러 선을 돌파한 이후 2010년에 1,900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용
전자제품은 2004~09년에 1,000만 달러 내외 수준으로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2009년과 2010년 유로존의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2010년 기준 가전제품 등 불가리아

29) KITA 자료 참고, MTI 2단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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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IT 산업 관련 수출 규모는 4,800만 달러30)로 전체 수출의
36.6%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태양광 모듈 등 신재생에너지 산
업 관련 수출은 4,300만 달러 규모31)로 약 33%를 차지한다.
반면, 수입 품목은 금속광물(36.8%), 농산물(29.1%)과 같이 1차
산업 품목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밖에도 비철금속
제품(12.8%), 수산물(4.3%), 섬유제품(4.3%)의 순으로 수입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상위 10개 수입품목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8.3%에 이른다. 불가리아로부터의 수입은 2010년
에 처음 1억 달러를 초과했고 두드러지는 품목은 많지 않았다.
2007년 EU 가입으로 불가리아와의 교역 확대가 기대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기 동반침체가 이루어진 2008
~09년 불가리아로부터의 수입은 오히려 대폭 위축되었다. 따라
서 불가리아와의 교역확대는 2010년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함
께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불가리아가 비교우위를 지닌 품목
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5~96
년에 정밀화학제품의 수입이 1,000만 달러 내외 수준으로 상대
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품목들이 1,000
만 달러 미만의 규모로 수입되었다. 비철금속 수입의 경우 2006
30) KITA 자료 참고, MTI 2단위 기준.
31) KITA 자료 참고, SITC 6단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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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다시 강세를 보여 2008년에는 3,700만 달러 규모에 이
르기도 하는 등 1,000만 달러 이상으로 수입 비중이 꾸준히 높
게 나타나고 있다.

나. 투자 현황
1968～2011년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실적은
총 1,780억 5,546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미국(20%), 중국
(19.4%), EU(15.5%)에 집중되어 있다. 불가리아의 경우는 전체 해
외직접투자의 0.08%에 불과한 1억 3,573만 달러이다(표 Ⅵ-1 참고).
표 Ⅵ-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및 불가리아

순위

해외투자 대상국

1
2
3
4
5
6
7
8
9
10
57

미국
중국
EU
홍콩
베트남
캐나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호주
불가리아
종합

해외투자 금액(천 달러)

주: 1968~2011년 3월 말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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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9,912
34,496,082
27,568,791
12,051,291
6,898,331
6,044,543
4,875,402
3,705,240
3,603,049
3,404,019
135,726
178,055,462

비중(%)
20.0
19.4
15.5
6.8
3.9
3.4
2.7
2.1
2.0
1.9
0.08
100.0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2011년 3/4분기 말까지의 기
준으로 1,811억 7,026만 달러에 이르며 주로 EU(34.5%), 미국
(24.9%), 일본(15.1%)에서 집중되고 있다. 불가리아의 투자는 20
만 4,000 달러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표 Ⅵ-2 참고).
불가리아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순위 중 57위로 투자금액 비
중으로는 전체의 0.08%에 해당한다. 1994년에 불가리아에 대한
첫 투자가 신고 되었으나 1997년에 처음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
한 2011년 3월 말 기준으로 총 73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투
자금액은 1억 3,573만 달러에 이른다. 특히 불가리아에 대한 EU
기금이 다시 지급되기 시작한 2010년과 2011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2010년 한 해에만 41건으로 3,249만 달러를 투자했
으며, 2011년에는 12건으로 건수는 줄었지만 규모 측면에서는
4,315만 달러로 오히려 투자가 확대되었다. 업종별로 분류 시 일
부 업종에 집중되어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전
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부문에 51.4%가 집중되어 있으며 신
고 건수도 35건으로 6,971만 달러 규모에 달하며 2010~11년의
두 해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다음으로
38.5%의 투자가 이루어진 업종이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5,220만
달러 규모에 이르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과는 달리 모
두 1997~2000년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제조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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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및 불가리아

순위

투자국

투자 금액(천 달러)

1

EU

62,576,540

34.5

2

미국

45,079,595

24.9

3

일본

27,406,679

15.1

4

말레이시아

7,235,305

4.0

5

싱가포르

7,103,465

3.9

6

캐나다

4,556,635

2.5

7

홍콩

4,497,035

2.5

8

케이만군도

3,814,646

2.1

9

중국

3,338,742

1.8

10

사모아

2,052,187

1.1

87

불가리아

204

0.00011

181,170,261

100.0

종합

비중(%)

주: 1968~2011년 3/4분기 기준.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정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7%), 도소매업(1.4%), 부동산업
및 임대업(1.1%)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불가리아의 대한국 투자는 2007년에 처음 이루어졌고, 총 4건
이 집계되었다. 2007년에 10만 9,000달러 규모로 2건, 2008년에
5만 달러 규모로 1건, 2010년에는 4만 5,000달러 규모로 1건의
투자가 신고 되었으며 모두 서비스 업종에서 이루어졌다. 불가
리아의 대한국 투자액은 총 20만 4,000달러로 절대적으로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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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며 EU 회원국 중에서는 22번째의 투자 규모이다.

다. 경제협력 기본 방향

경제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불가리아는 EU 27개 회원국 가
운데 인건비가 가장 저렴하고 임금 대비 노동생산성도 매우 높
다. 또한 중단되었던 EU 기금의 지원이 최근 재개됨에 따라 이
를 활용한 개발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이다. 2011년 7월부로 한․EU FTA가 발효된바, EU 회원국 가운
데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불가리아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EU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생산거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
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EU는
인구와 교역규모 면에서 미국의 약 2배에 달하는 거대시장으로
중국에 이어 우리의 2대 수출시장이기도 하다.
수송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제품의 경우, 유럽 시장을 겨
냥한 생산거점을 EU 내에 두고자 할 때,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게 된다. 불가리아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인건비가 가장 저렴할 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국내에서도 소득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소득 수준이 특히 높은 소피아 근교
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생산비를 더욱 낮출 수 있다. 2008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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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의 1인당 GDP는 1만 700유로인 데 반
해, 슬리벤(Sliven) 지역은 소피아의 22.4%에 불과한 2,400유로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그림 Ⅵ-3 참고).
동남부 유럽의 불가리아는 EU와 러시아를 포함한 CIS 지역,
발칸 지역과 중동을 연결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
는 EU 회원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불가리아는 EU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알파벳이 아닌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있고 언
어적으로 러시아와 매우 가까운 편이며,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 유럽으로 수출되는 주요 통로에 위치
해 있다. 또한 EU 내 최저 법인세율 적용, 환율 안정 등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 통신, 에너지, 인프라 등 유망산업 부문에서
양국간의 적극적인 산업협력을 추진, 한국의 대EU 진출 확대,
불가리아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양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우리는 불가리아를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
장경제로 전환을 시도하는 유럽의 변방으로 보기보다는 세계 최
대 구매력의 거대시장인 EU의 신규회원국임을 염두에 두고 진
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EU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생산거점으로서 불가리아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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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불가리아의 지역별 1인당 GDP(2008년 명목 기준)

주: EU 27 평균 1인당 GDP는 2만 5,100유로이며, 불가리아 평균 1인당 GDP는 4,700유로임.
자료: Eurostat.

중동 및 CIS 시장 진출에 유리한 지정학적 중요성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 EU에 가입한 불가리아는 향후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기대되고, 이로 인한 소득 수준 향상 및 구매력 증가 또
한 기대할 만하다.
이러한 불가리아의 EU 생산거점 가능성 및 경제성장 잠재력,
지정학적 중요성, 양국 경제규모 등을 감안할 때, 앞에서 살펴본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향후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Ⅵ.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173

위해 불가리아와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3～5장에서 분석한 주요
산업별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앞서 향후 불가리아를 어
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상기 불가리아의 주요 특성을 감안하여 대EU 진출 확대를
위한 생산거점,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전자, IT, 건설 등 산업
의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불가리아와 경제협
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는 전술한 지정학적 이점과
함께 향후 인프라 여건이 개선되면 흑해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유럽 시장 전체를 겨냥한 물류거점으로서의
활용도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불가리아를 EU 시장을 겨냥한
생산거점으로 활용하면 거대하고 안정적인 서유럽 시장과 성장
성이 뛰어난 중․동구 및 CIS 시장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 특
히 우리의 IT 기업은 중국 시장의 수요 증가가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불가리아를 비롯한 중⋅동구 지역을 유럽 진출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이 매우 시의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불가리아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협력유망 분야는 불가
리아의 주요 산업정책, 불가리아 유망산업 등과 더불어 한국의
경쟁력 있는 분야와 일치하여야 한다. 즉 세계시장 및 EU 시장에
서 충분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산업에서 한국과 불가리아
의 산업협력을 통해 불가리아 정부의 산업정책을 지원, 유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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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4 한국의 8대 경쟁력 요소

지리적 이점

동북아 경제 허브

고숙련 인적자원

세계 4위의 고등교육 인구 보유

양질의 교육시스템

특성화 대학 및 산업교육 시스템

첨단기술 보유
문화 콘테츠
세계일류기업보유
경제발전 경험
효율적 정부

인터넷, 이동통신 등
한류 및 세계적 문화 콘테츠 개발
전자,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압축성장
정부주도의 효율적 경제성장

자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을 육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8대 경쟁력 요소
를 중심으로 불가리아의 경제발전 전략과 포괄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그림 Ⅵ-4]와 같다.
이러한 종합적인 고려에 의해 한․불가리아 간 주요 경제협력
유망분야로 △ 가전 및 정보통신 부문의 산업협력 △ 신재생에
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협력 △ 인프라 건설 협력 등을 선
정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EU 생산거점으로서의 불
가리아를 고려할 때, 한․EU FTA 이후 양국간 가장 유망한 산
업협력 분야는 가전 및 IT 산업이다. 한편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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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 개발수요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와 인
프라 건설 부문으로 EU 기금의 지원을 통한 우리 기업의 진출
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유망 분야에서 불가리아와 산업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EU FTA를 염두에 둔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
친 3단계 접근이 필요하다. 1단계로 우선 한․EU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한․불가리아 산업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EU FTA가 2011년 7월 1일부
로 발효되었으며,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유럽 경제가 위
축됨에 따라 아직까지 FTA 효과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불가리아 양국은 상기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이고도 포괄적인 협력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자간
협력 분야, 내용 및 범위, 기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
여야 할 것이다. 2011년 9월 27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
된 한․불가리아 총리회담에서는 이러한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국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
였다.32) 또한 양국은 불가리아의 전자정부 구축, 고속도로 및
철도 현대화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신재생에너지 개발, 농업
및 중소기업 부문 협력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으며, 이를 토
32) EMI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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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앞으로 양국 관계기관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관한 협의가 계속되기를 희망했다.
2단계에서는 FTA 효과 중간점검과 함께 1단계에서 마련한 양
국간 산업협력 강화방안을 중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협력 산업의 양국 발전경험 교류, 양국 기업간 활발한 기술제휴
유도, 불가리아의 협력산업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한․
불가리아 산업협력 강화방안이 실행되는 시기이다. 또한 정부조
달협력을 비롯한 각종 MOU 체결 등 양국간 산업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유럽 생산거점 구축 및
CIS, 중동 시장 공동 진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불가리아에
우리의 가전 및 IT 산업 유럽 생산거점을 구축함과 동시에, 인근
CIS 및 중동 시장 공동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2단계에서
추진된 양국간 산업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사후 관리도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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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IT 산업

불가리아의 IT 산업은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로 잠시 성
장세가 주춤한 상태이나 향후 성장잠재력은 매우 풍부하다. 불
가리아 정부의 차세대 IT 및 통신서비스 공급망 확충, 새로운 수
요를 창출하는 신제품 출시 등으로 불가리아 IT 시장은 전반적
인 유럽의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망하다. 불가리아
정부는 광섬유 인프라 확장 및 무선 광대역 통신망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플랫폼의 출현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TV,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차세대 제품 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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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경기에도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가리아의 IT 시장에서 삼성, LG 등 한국 제품들이 대체로 선
전하고 있고 새로운 수요 창출 면에서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
IT 산업에서 양국의 협력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
우 높다.
IT 하드웨어 부문과 가전 부문은 불가리아가 거의 수입에 의
존하고 있고 아직까지 관련 산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불가리아는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용이 EU 27
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아 이에 매우 민감한 전자제품의 생산거점
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인건비가
너무 올라 생산거점으로서의 이점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따
라서 우리 IT 업체들은 불가리아를 유럽 시장을 겨냥한 조립생
산거점 혹은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
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 IT
제품의 유럽 수출이 더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
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한․EU FTA 발효 이후에는 유럽 시장 수출에 있어 관세보다
는 수송비가 더욱 중요한 비용 요소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수
송비 부담이 큰 백색가전과 같은 분야에서는 EU 내 생산거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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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이들 제품의 유럽 시장 수출
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납품기간의 장기화이다. 따라서 수송비를
절감하고 유럽 시장 납품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현지생산 전략
이 절실하며, EU 내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불가리아가 최적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불가리아를 비롯한 유럽 IT 시장의 특징은 최근 들어 기술혁
신을 통해 기존 제품보다 품질 면에서 우수하면서도 가격이 저
렴한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우리의 IT 제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 및 유로화 강
세 등으로 품질과 함께 가격 경쟁력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한․EU FTA 발효에
따른 특정 전자제품 및 관련 부품의 관세 철폐로 유럽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이러한 유리한 여
건을 적극 활용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 유럽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점유율 확보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기 둔화 및
침체기에 있는 시장에서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기보다는 뛰어
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기
적으로 보다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
지 A/S망 구축을 통해 소비자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
는 대책 강구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전문 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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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유럽형 스타일, 디자인, 컨버전스 현황, 멀티미디어
기능, 친환경 수요 등을 파악하고 제품 개발 및 출시에 있어 정
확한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하는 노력도 초기 시장 진입을 더욱
수월하게 할 것이다.
불가리아의 IT 소프트웨어 및 아웃소싱 분야는 최근 유럽 내
최적 투자 분야로 부각되고 있고, IT 강국인 한국은 유럽 시장에
진출할 만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진출거점을 불가리아로 검토해볼 만한 요인들도 충분하며,
현지 생산법인 진출뿐만 아니라 현지의 인건비 대비 뛰어난 기
술력과 현지 고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R&D 센터, 비즈니스
HQ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EU FTA가 발효되었음을 감안하면 관세회피 및 생산
효율성 증대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유럽 시장의 기호 파
악, 납기기간 단축, AS, 신제품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 진출 전
략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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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Ⅵ-1 IT 산업 진출 성공사례

Hewlett-Packard Co. Global Delivery Center
HP는 2006년 2월 Ajilon, Sitel, Sofica 등의 3개 기업과 함께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 내에 Global Delivery Center라는 기술사업부를 개소했다. 이 센터에
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고품질의 가격효율적인 IT 및 비즈니스 원격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가리아에 진출하기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를 포함한 14개국을 검
토했으나 불가리아의 풍부한 IT 인적자원과 저렴한 노동비용 등의 경제조건으
로 인해 소피아를 선택하게 되었다.
소피아 Global Delivery Center는 유럽 언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가 가
능한 1,200명에 달하는 고급기술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다. Global Delivery
Center는 시스템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미들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지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원, 문의 데스크, 파견 및 프로세스 모니터링
등의 원격 인프라 관리와 비즈니스와 재무분석이 연계된 전문서비스, 행정서비
스 등 기업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소피아 Global
Delivery Center의 활동영역을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HP Global Delivery Center가 소피아에 위치함으로써 불가리아도 인도나 중
국과 같이 IT 거점지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HP Global
Delivery Center가 소피아 대학교(University of Sofia), 기술대학교(Technical
University), 신불가리아 대학교(New Bulgarian University)와 연계되어 학생
들에게 현장의 IT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HP가 지원한
IT 실습수업을 이수한 졸업생에게는 취업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자료: 불가리아 투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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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최근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과 시장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
에 SDN 등 한국 업체들도 태양광 에너지를 중심으로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
후 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설비 시장에 태양광 모듈을 비롯한 한
국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신재
생에너지 산업 및 시장에 대해 향후 우리 기업들의 더 큰 관심
과 현지 진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태양광 에너지 시
장의 투자 여건 변화에 따른 시장 환경 급변 등 현지 상황에 대
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불가리아는 EU의 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최종 에너지소비량
의 16%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며, 2010년까지 이 비율
을 12.2%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신재
생에너지 산업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자본, 기술 및 기자재를 외국인투자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
한 2020년까지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60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풍력에
의한 전력생산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태양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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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
자는 파격적인 발전차액지원제도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부문의 투자는 지나치게 과열되어 2011년에 들어서는 불가리아
정부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발전차액요율이 인하되고 발전차액 수혜기
간도 축소되었으나, 태양광 모듈의 국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아직도 불가리아의 태양광 부문 투자는 유망하다는 분석이 지배
적이다. 이와 함께 다소 과열 양상을 보였던 태양광 발전소 건
설 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태양광 장비의 개
발 등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산 제품의 기술 수준과 가격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한국
기업이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경쟁력은 충
분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불가리아를 비롯한 EU 신규회
원국 시장에서 독일 등 서유럽 및 미국의 선진 브랜드들과 경쟁
이 불가피하여 향후 이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무
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불가리
아 시장 진출을 위해 실제 시장의 제품별 기술 수준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지의 유력
업체와 기술협력을 하거나 자본투자를 통해 지분 확보를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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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방법도 유효할 것이다.
한국과 불가리아가 공히 풍력과 태양광 등을 유망 분야로 전
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양국간 산업 협력은 이들
분야를 접점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가리아의 태양광 부문에서의 발전은 정책적 배려에 의해 크게
활성화되기는 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투자 유인이
지속가능하게 제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양국간 신
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산업협력은 중장기적으로 한계점에 노
출되어 있다. 하지만 불가리아 정부가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
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으로 확대시킨다면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양국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은 향후 원자력
부문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R&D 및 전문인력 교류 측면에서
도 다양한 협력 방안 도출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함께 원전, 송전망 사업 등 한․불
가리아 간 에너지협력 다각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위급 회담, 경제공동위, 에너
지장관회의, 투자촉진협의회, 외교장관공동위, 재무장관회의 등
협력 확대회의와 현지 공관, KOTRA 무역관 등 다양한 접촉 창
구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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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문의 경우 현지 조사출장으로도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불가리아의 에너지 관련 정보가 필요할
때 즉각 입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 발효로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보다 증진될 수 있는 불가
리아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축적을 위해서는 불가리
아를 비롯한 동유럽 연구체제 확립 및 정보네트워크 확충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태양광을 비롯한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해외시장 정보 부족이 수출 시 가
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불가리아의 에너지 관련
정보네트워크 강화는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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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Ⅵ-2 불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성공사례

Sunday SDN(주) (SDN Company Ltd.)
SDN은 모듈 및 태양광발전 시스템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전문기업으로 불가리아에 동유럽 최대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태양광
발전 산업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
SDN은 1994년에 설립되어 2003년부터 태양광발전 사업부 테스크포스팀을 발
족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
800KW의 국내 최대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했고, 총 5MW 태양광발전소
를 준공하면서 엔진 동력 시스템 시장 점유율 34%, 2007년에는 시장 점유율
39%로 2년 연속 업계 1위를 고수했다.
SDN이 불가리아에 진출한 것은 2009년으로 불가리아의 풍부한 일조량과 유
리한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착안해서이다. 불가리아 외 터키, 그리스, 루마니아
의 진출도 검토했었으나 배전망이 부족하거나 법률적 장벽 등의 이유로 불가
리아를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SDN의 진출 당시 불가리아의 발전차액지원제
도가 풍력이나 수력에 더 유리하게 되어 있어 외국 기업의 진출이 많았던 반
면 태양광발전 부문에서는 선도기업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SDN이 태양
광발전 부문에서의 우위를 선점하는 데 용이했다.
SDN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45M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소피아 동쪽의
벨리코 트로노블 주 내 Samovodene와 Zlataritsa 지역에 건설했다. 이 프로
젝트는 SDN과 한국남동발전이 공동투자하고, SDN이 턴키시공과 유지보수,
한국남동발전이 프로젝트 매니저 및 경영, 산업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맡
아 진행했고 SDN과 남동발전이 25년간 공동운영하게 되었다. 2010년에 기
완료한 6.25MW 규모의 발전소로부터는 417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2011년
부터 나머지 35.75MW의 발전소에 대한 1,23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
다. 이 발전소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5년간 보장받도록 되어 있으나 2011년
에 진출한 기업들은 20년으로 보장기간이 축소되었다.
이 외에도 SDN은 2010년 불가리아 Ostar Kamak과 Kolorovo 지역에 각각
5MW의 태양광발전소를 EPC의 형태로 건설하고, 2011년 3월에는 불가리아
정부와 7억 8,000만 원 규모의 태양광 연구용역을 맺었으며, 2011년 11월에
는 불가리아 Sliven 지역에 244억 원 규모의 9M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자료: 현지출장조사; KOTRA 소피아 무역관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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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프라 산업

중단되었던 EU 기금 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최근 불가리아에
서는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불가리아
는 자국 인프라 건설에 따른 대부분의 재원을 EU의 개발 프로
그램 및 지역개발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중부 유럽 국가
들에 비해 EU 가입이 지연되었고, 한때 EU 기금 지원이 중단되
었기 때문에 최근 인프라 건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특히 EU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불가리아의 인프라 건설은 도로
및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한 범유럽 교통 인프라 연결이다.
불가리아 입장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는 철도이며, 따라서 유럽
철도시스템에 통합이 가능하도록 자국의 철도시스템을 현대화
하는 것이 불가리아의 최우선 인프라 사업이다.
EU 확대와 동시에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신규회원국에
도 자동 적용됨에 따라 WTO/GPA 회원국인 한국은 불가리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 공공조달시장에서 상기 협정이 허용하는 한
도 내에서 내국민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즉 불가리아는 EU 가
입 이전까지 GPA 비서명국이었으나, 2007년 1월 1일 EU 가입
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WTO/GPA 회원국이 되었다. 불가리아 정
부는 WTO 및 EU 기준에 합치시키기 위해 2004년 자국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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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을 개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
되고 있다. 조달 절차가 불투명하고, 부패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
으며, 소송절차 또한 너무 길고 복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방위 부문 조달 절차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국제기준
에 미달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조달 절차 또한 외국 기업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부조달 부
문의 불투명성으로 EU 기금 지원이 한때 중단된 적도 있으며,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 비EU 기업이 수주한 사례는 터키 업체
이외에는 전무하다.
이와 같은 현지 시장의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가 불가피하다.
불가리아 업체와의 제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불가리아 정부
조달시장에서 입찰 경험이 많은 EU 기업 혹은 터키 기업과의
제휴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업체들이 불가리아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가장 일차적인 제약은 EU 내 시
공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자체적으로 입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제휴 파트너로 부
족한 요건을 보충해줄 수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프로젝트 수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U 기금,
불가리아 정부 재정 및 현지 기업 금융조달로 재원 마련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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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국내 신용 활용 및 BOT 방식 조건으로
시공권 수주를 노려보는 과감한 전략도 필요하다. 불가리아는
현지 금융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우리 기업은 현지 인프라 사업
진출 시 단기적인 현지 금융조달 모색보다는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수출신용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
적일 것이다.
이 밖에도 불가리아 인프라 사업 진출에 있어 항만 개발, 관광
산업 개발 및 전력 사업 진출 등도 유망하다. 최근 유럽 전반의
경기불황으로 주춤하고 있으나 서유럽 사람들이 선호하는 불가
리아의 흑해 연안 휴양지 개발을 위한 호텔, 공항, 도로 등 관광
인프라 사업이 향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불가리아는 전력
산업이 발달되어 인근 국가에 전력을 수출하는 등 전력 분야에
서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현대중공업이 동유럽 진
출의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불가리아 전력산업에 진출해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전국적인 송전망 구축과 관련된 인프라 사업이
병행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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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Ⅵ-3 인프라 산업 진출 성공사례

현대중공업 불가리아 법인(Hyundai Heavy Industries Co. Bulgaria)
현대중공업 불가리아 생산법인은 에너지, 산업용 변압기와 같은 인프라 설비
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1997년 불가리아의 기업 민영화에 참여하여 현지기업
Elprom Trafo Co.을 인수함으로써 불가리아에 진출하였다. 처음 인수 당시
70%의 지분이 불가리아 국가 소유였으나 그후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투자를
계속 진행하여 현재 99.1%의 지분을 인수하였다.
진출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7∼8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였
고, 최근 EU 기금이 유입되면서 인프라 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방
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본사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납기
나 가격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불가리아 생산법인을 유럽의 생산기지
로 확대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총 646명의 현대중공업 불가리아 법인
은 변압기가 주요 생산제품으로 현대중공업이 인수하기 전 불가리아 회사
(Elprom Trafo Co.)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원천기술을 취득할
목적으로 인수가 이루어졌다.
현대중공업이 EU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데 있어 불가리아 생산법인의 존재는
여러 모로 유리한 면이 있으며, 또한 현대중공업 불가리아 생산법인은 불가리
아에서 EU 기금을 모범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현대중공업
국내 본사는 대형변압기 생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불가리아 생
산법인은 중형변압기 생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전력기기 수요 측면에서 EU
는 가장 큰 시장이고, 불가리아에 생산거점을 마련함에 따라 운송비 절감, 납
기일 단축 등의 측면에서 서유럽은 물론 러시아CIS 및 중동 시장으로의 수출
이 유리하다.
자료: 현지출장조사; KOTRA 소피아 무역관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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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IT 산업 관련 정보

가. 기관 - 단체 및 기업체 리스트
1) 기관
기관명

Bulgari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ies

주소

7 Mizia Str., Sofia 1124, Bulgaria

전화

+359 2 946 15 13

팩스

+359 2 946 14 51

담당자

Mrs. Snezhana Apostolova / Events and Activities Expert

홈페이지
이메일

http://www.bait.bg
s.apostolova@bait.bg

2) 기업체
업체명
설립연도

MUSALA SOFT
2000

매출액

900만 미국달러

품목

Developement of Photovoltagic Project

주소

36 Dragan Tsankov blvd., 1057 Sofia; Bulgaria

전화

+ 359 2 969 58 21

팩스

+ 359 2 969 58 22

홈페이지

http://www.musala.com

담당자

Mrs. Liubomita Mihailova / Manager

이메일

lyubomira.mihaylova@musa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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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설립연도

ICB (Interconsult Bulgaria)
1996

매출액

300만 미국달러

품목

Management and IT consulting, software design and
development, maintenance, support

주소

7 Indzhe Voyvoda Str., Sofia 1309, Bulgaria

전화

+359 2 920 11 20

팩스

+359 2 920 05 52

홈페이지

http://www.icb.bg/

담당자

Mr. Mr. Stoian Boev

이메일

icb@icb.bg

나. 전시회/박람회 리스트
전시명

BAIT EXPO

전시장소

Sheraton hotel, Sofia

전시기간

29 November

1 December 2010

주최

ASK Advertising and PR services

주소

3 Udovo str., 1000

전화

+359 2 980 28 24

팩스

+359 2 989 00 14

담당자

Mrs. Milena Atanasova / PR

이메일

baitnews@ask.bg

참가국가
방문객
전시구성

Sofia, Bulgaria

European countries and USA
More than 100 visitors from Europe
Information security and cyber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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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정보

가.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리스트
1) 기관
기관명

Bulgarian photovoltaic association

주소

2 Nikolai Haitov Str. Entrance G, 11fl, 36A office, Sofia
1113, Bulgaria

전화

+359 2 954

팩스

+359 2 954 10 83

담당자

Mr. Nikola Gazdov / 대표

홈페이지

10 83

http://bpva.org

이메일

office@bpva.org

기관명

Bulgarian wind energy association

주소

1 Kuzman Shapkarev Str., floor 5, Sofia 1000, Bulgaria

전화

+359 2 4833820

팩스

+359 2 4833820

담당자

Mr. Sebastian Noethlichs / 이사

홈페이지
이메일

http://www.bgwea.org/
sn@bgw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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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체
업체명
설립연도

Terawat
1999

매출액

700만 미국달러

품목

Photovoltaic modules and components

주소

113 Oborishte St., Sofia 1505, Bulgaria

전화

+ 359 2 843 52 09

팩스

+359 2 84 35 209

담당자

http://www.terawat.eu

이메일

Mr. Nikolai Stamboliev / 대표

업체명

Solar Bulgaria

설립연도

2000

매출액

500만 미국달러

품목

Development of Photovoltaic Projects

주소

41 a, Graf Ignatiev St., 1000 Sofia, Bulgaria

전화

+ 359 2 4891461

팩스

+ 359 2 4891461

담당자

http://solar-bulgaria.com

이메일

Mr. Ivelin Borisov / 프로젝트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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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재생에너지 유형
소재국
생산품목/기술/서비스

AES Geo Energy Ltd
Wind power
Bulgaria
Wind systems

주소

72, Ljuben Karavelov Street, Sofia

전화

+359 2 988 1275

팩스

+359 2 988 1275

홈페이지
매출액

www.aesgeoenergy.com
2억 7,000만 유로

종업원수

280명

설립연도

2006

회사명
재생에너지 유형
소재국
생산품목/기술/서비스

ENEL Green Power Ltd
Wind power
Bulgaria
Wind systems

주소

103 Alexandar Stamboliiski Str., Sofia

전화

+359 2 810 2323

팩스

+359 2 810 2345

홈페이지
매출액

.bg
1억 5,000만 유로

종업원수

163명

설립연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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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재생에너지유형
소재국
생산품목/기술/서비스

Windpower Bg JSC
Wind power
Bulgaria
generators

주소

78 G.S Rakovski Street, Sliven

전화

+359 44 622 993

팩스

+359 44 622 993

홈페이지
연간매출액

www.windpowerbg.com
200만 유로

종업원수

26명

설립연도

2007

담당자/직위

회사명
재생에너지유형
소재국
생산품목/기술/서비스

Mr. Vassil Valkov/ General manager

ATM Bulgaria
Wind power
Bulgaria
Wind Turbine Blade 조립

주소

2 Osvobozhdenie Sq., Yambol

전화

+359 46 664622

팩스

+359 46 664623

홈페이지
연간매출액

www.atm-windpower.com
800만 유로

종업원수

20명

설립연도

1990 year

담당자/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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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Stanimir Mihalev / Manager

회사명
재생에너지 유형
소재국
생산품목/기술/서비스

AES Solar Ltd
Solar
Bulgaria
Photovoltaic

주소

72, Ljuben Karavelov Street, Sofia

전화

+359 2 988 1275

팩스

+359 2 988 1275

홈페이지
매출액

www.aes.com
2억 7,000만 유로

종업원수

280명

설립연도

2006

회사명
재생에너지 유형
소재국
생산품목/기술/서비스

EU Sunday
Solar
Bulgaria
Photovoltaic equip/generation

주소

4 St. Prmen Zografski Str 1172 Sofia

전화

+359 2 962 5568

팩스

+359 2 962 5558

홈페이지

www.eusunday.eu

매출액

300만 유로

종업원수

40명

설립연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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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재생에너지 유형
소재국
생산품목/기술/서비스

EDF Energies Nouvelles in Bulgaria
Hydro Power
Bulgaria
Small hydro power plant

주소

Sofia 1000, 1 Ouzoundjaska Str.

전화

+359 2 980 2020

팩스

+359 2 987 2052

홈페이지
매출액

www.edf-energies-nouvelles.com
3,000만 유로

종업원수

70

설립연도

2009

회사명

Svilosa JSC

재생에너지 유형

Biomass

소재국

Bulgaria

생산품목/기술/서비스

Pulp and paper production

주소

Svishtov 5253, Western Industrial Zone

전화

+359 631 45277

팩스

+359 631 40104

홈페이지
매출액

www.svilosa.bg
2,000만 유로

종업원수

230

설립연도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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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가리아 내 주요 외국계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
회사명

개요

Renewable Energy
Corporation ASA
(REC)

불가라이 내 영업은 2009년부터 시작하였다. 태양광 산업에서 가
장 유명한 회사 중 하나이며 폴리 실리콘과 웨이퍼 부문에서 가
장 큰 생산업체 중 하나이다. 현재 셀과 모듈 및 기타 태양광발
전 관련 부품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영역을 확장 중이다. 불가리
아 내 중요 사업 파트너는 노르웨이 회사인 Elektro Solar Ltd,
SolarEnterprise, Immitec가 있다.

SOLON SE

1997년 설립된 독일에서 가장 큰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 중 하나
이다. 국영기업인 DAY Energy의 주요 파트너사이다.

Kyocera Solar Inc

Kyocera Solar Inc는 3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업체로 태
양광 모듈에 있어서 선두에 선 업체 중 하나이다. 불가리아내의
주요 파트너는 Tradingbulg Ltd이다.

CHAORI-VS-SOL
AR

2008년 설립된 CHAORI-VS-SOLAR사는 중국의 솔라모듈 제조
업체 CHAORI와 불가리아 Saris LTD와의 합작회사이다. 불가리아
파트너인 Saris LTD은 Plovdiv에 본사 및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Q-Cells SE

1999년 설립된 회사로 결정 모듈 생산 외에도 각종 박막형 태양
광 전지 기술 보유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 회사는 고객의 요구
충족과 솔루션 제공을 지역 파트너에 의존하고 있다. 불가리아
내 대리점은 Plovdiv, Filkab에 위치해 있다.

KIOTO
PHOTOVOLTAICS

오스트리아의 제조업체로 오스트리아 KIOTO Clear Energy AG
의 자회사이다. 태양광 모듈과 태양에너지에 특화되어 있으며, 불
가리아 내에는 Bulgaria OOD 생산을 하는 KPV Solar가 있다.

Phono Solar
Technology Co

SUMEC Group Corporation의 계열사이며 중국에서 가장 유명
하다. 단, 다결정 모듈 생산업체이다. 2004년부터 여러 태양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불가리아 내 공식 대표는 Phono Solar
Bulgaria로 Stara Zagora에 위치해 있다.

AE Solar GmbH

단결정 및 다결정 모듈과 구조물 생산으로 유명한 회사로 태양광
단지 건설의 전체 엔지니어링 수행이 가능하다. 불가리아 회사는
AE SOLAR BULGARIA Ltd로 2010년 설립되었고 Ruse에 본사
를 두고 있다.

Profile-I Ltd

Profile-I Ltd.는 Sunways AG의 불가리아 회사로 태양광 패널
과 인버터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모기업인 Sunways AG는 전 세
계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건물 장착형 태양광 설비에서
세계적인 회사 중 하나이다.

이 외 다른 외국계 업체로는 Canadian Solar, Sharp Solar, Sanyo, First Solar,
Solar World, GE Solar, Trina Solar, Yingli Solar Chines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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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가리아 내 주요 외국계 엔지니어링 및 시공업체
회사명
KPV Solar GmbH
Eurosol GmbH
Solar Integrated
Technologies
GmbH
Gehrlicher Solar
AG
Enolia Solar
Systems S.A
Egnatia Bulgaria

SKY Solar Group
이 외 다른 외국계

개요
불가리아 내 지사는 태양광 발전소의 설계, 건설 및 관리 등
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설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
도 대행하고 있다.
독일의 회사로 태양광 분야의 시설유통, 조립 및 설계 등을
제공한다. 불가리아 내 파트너 사는 Motto Engineering이다.
Energy Conversion Devices의 계열이며 UNI-SOLAR의
멤버로 태양광 프로젝트 솔루션 부문의 선두주자 중 하나이
다. 불가리아 내 주요 EPC의 계약업체이다.
발칸 반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럽의 통합 시스템 제공 업
체이다. 불가리아 내 영업은 뮌헨의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스의 Enolia Energy와 일본의 Japan's Itochu Corporation
와의 합작회사로 미쓰비시 중공업과 함께 대형 프로젝트 개
발과 전문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01년 설립된 회사로 그리스 Egnatia 그룹의 계열회사이
다. 태양광에 대한 솔루션과 건설 및 인프라 구축, 통신 네
트워크 및 기타 여러 부분을 제공한다.
중국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제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
하는 기업으로 불가리아, 독일, 체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
아, 프랑스 등 총 10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불가리아에는
SKY SOLAR BULGARIA CO. LTD를 지사로 두고 있다.
업체로는 Immitec, IBC Solar AG 등이 있다.

5) 불가리아 내 주요 외국계 인버터 업체
회사명
Fronius
International
GmbH

개요
불가리아 내 인버터, 개폐장치 회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회사
중 하나이다.

Sputnik
Engineering AG

스위스의 회사, 브랜드로 SolarMax 인버터와 모니터링 시스
템을 제공하며, 2011년부터 불가리아 시장에 마케팅을 시작
하였다.

RefuSol GmbH

불가리아의 선두 인버터 제조업체 중 하나이며, 직접적인 판
매망을 기초로 하고 있다. 본사는 독일 남부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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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모든 주요 태양광 시장에 지사 및 파트너를 두고
있으며, 불가리아로의 진출을 준비 중이다.
스위스 취리히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체로 창립 4년째 되는
power electronics
해에 소피아 지사를 열었다. 2008년 IDS Solar Company
IDS Group
Ltd에 의해 Elin Pelin 생산공장을 개설하였다.
Carlo Gavazzi

2005년부터 불가리아 내 여러 회사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
였다. 2010년 시장에 대한 직접 참여를 선언하였고, 그 일환
으로 불가리아의 KRIS 94 Varna사와 협력을 시작하였다.

KACO New
Energyse

태양광 인버터와 전력 사업에서 선두를 달리는 기업 중 하나
로써 이 분야에서 6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제품으로는
Powador 인버터가 있고 불가리아 내 공식 대표는 Company
Motto Engineering이다.

Power-One Inc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태양광 인버터 제조회사로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및 중국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다. 동부유럽 지
역은 슬로바키아에 중심을 두고 판매를 하고 있다.

SMA Solar
Technology AG

불가리아 시장에는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가장
적극적이며 성공적인 제조업체이다. 불가리아 회사에 태양광
관련 부품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독일 회사로 2006년 자회사인 STICK Electronics Bulgaria
STECA Elektronik
EOOD를 통하여 불가리아 시장에 참여하였다. 사업 활동에는
GmbH
태양광발전 내 전자제품 전 제품군을 포함하고 있다.
Bulgaria Eaton
Industries Ltd

Eaton 그룹의 자회사로 전자제품, 시스템 및 효율적인 전력
분배 솔루션 - 저전압 건물 및 상업용 애플리케이션,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버스 시스템 및 중간 전압 등 그 이상
의 제품에 있어 선두에 서는 제조업체이다.

Schneider
Electric Bulgaria

10년 이상 불가리아에서 영업을 한 회사이다. 소피아, 바르나,
부르가스에 지사를, 플로브디브에 국제 공장을 두고 있다.

Siemens AG

독일의 태양광사업 회사로 불가리아에서는 Siemens Ltd를
통하여 지역사업을 하고 있다. 불가리아에서 선두를 달리는
엔지니어링 회사 중 하나이다.

이 외 다른 외국계 업체로는 Shrak Technik LTD, OMRON, CHIN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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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가리아 내 주요 외국계 구조물 제작업체
회사

개요
콘크리트 기초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다양한 금속 구조물
Terrafix GmbH 에 특화된 전문 업체. 이를 Profil-I LTD를 통하여 불가리아에
서비스한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중심으로 한 회사이다. 철강, 알루미늄 및
Alukonigstahl 플라스틱 글레이징 시스템 무역이 전문이며 SCHUCO 브랜드의
전체 제품군을 취급한다.
발칸 지역에서 가장 큰 금속 가공업체인 VIOHALCO의 계열사
ETEM
로 Steelmet사를 통하여 불가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다.
독일 회사로 지면에 스크류 나사를 사용한 구조물 제조업체로
Krinner
Dempko Otomeyshan가 독점공급을 하고 있음.
독일의 회사로 태양광 발전소 구조물 설치 시스템에 특화된 기
Renusol GmbH
업이며 협력사를 통하여 거의 모든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ALTEC
독일의 회사로 불가리아에 Immitek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
Solartechnik
한다.
이 외 다른 외국계 건설업체로는 DEGERenergie, SolarFix, Schletter 등이 있다.

나. 전시회/박람회 리스트
전시명

Sout-East European Solar Exhibition / SEE Solar

전시장소

Inter Expo Center, Sofia

전시기간

2011년 3월 28일 ~ 3월 30일

주최

Via Expo Specialized International Event

주소

147, Tzarigradsko Chaussee Blvd., Sofia, Bulgaria

전화

+359 32 945 459

팩스

+359 32 945 459

담당자

Mrs. Maya Kristeva / 매니저

이메일

office@viaexpo.com

면적

4000 sq.m

참가국가
방문객
전시구성

4대륙 23개국
39개국 5900여 명
EE & RES Financing, EE & Decentralized Energy, RES
Electricity & Smart Grid Platform and Waste to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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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 인프라 산업 관련 정보

가.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리스트
1) 기관
기관명

Road Infrastructure Agency

주소

3 Macedonia Sq., Sofia 1606, Bulgaria

전화

+359 2 917 32 42

팩스

+359 2 951 58 30

담당자

Mrs. Nikolina Nikolova / Board Member

홈페이지

http://www.napi.government.bg

이메일

n.nikolova@api.government.bg

기관명

Bulgarian Construction Chamber

주소

6 Mihail Tenev Str., Sofia 1784, Bulgaria

전화

+359 2 806 29 24

팩스

+359 2 963 24 25

담당자

Mr. Borislav Braikov / Expert

홈페이지

http://www.ksb.bg

이메일

bbraykov@ksb.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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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체
업체명
설립연도

Geotechmin Ltd
1990

매출액

3억 5,000만 미국달러

품목

Performances of Main Project

주소

9 Lyulin Planina Str, Sofia 1606, Bulgaria

전화

+ 359 2 9650 319

팩스

+ 359 2 9526 080

홈페이지

http://www.geotechmin.com

담당자

Mr. Toma Tchoupqrov / Project Manager

이메일

t.chuparov@geotechmin.com

업체명

GLAVBOLGARSTROY

설립연도

1969

매출액

2억 미국달러

품목

Performances of Main Project

주소

3-5 Damyanitsa Str., Sofia, 1619 Bulgaria

전화

+359 2 915 17 03

팩스

+359 2 915 17 03

홈페이지

http://www.gbs-bg.com

담당자

Mr. Kalin Yordanov / Manager International Projects

이메일

bgs-eng@gbse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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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시회/박람회 리스트
전시명

Bulgarian Building Week

전시장소

Inter Expo Center, Sofia

전시기간

08~12 March 2011

주최

Bulgarreklama Agency

주소

147, Tzarigradsko Chaussee Blvd., Sofia, Bulgaria

전화

+359 32 945 459

팩스

+359 32 945 459

담당자

Mrs. Maria Jeliazkova / Manager

이메일

mjeliazkova@iec.bg

면적

8000 sq.m

참가국

30 countries(Germany, Italy, Turkey, UK, Greece,
Belgium, China, USA)

방문객

More than 4000 visitors

전시구성

Construc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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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주요 산업 이재호 / 정재완 / 이성훈
필리핀의 주요 산업 배희연 / 정재완 / 박병국
카자흐스탄의 주요 산업 이철원 / 황지영 / 최진형
UAE의 주요 산업 박철형 / 이영희
헝가리의 주요 산업 이철원 / 김용성
칠레의 주요 산업 김진오 / 성기주
나이지리아의 주요 산업 박영호 / 허윤선 / 심자용

2009년
미얀마의 주요 산업 정재완 / 김종상

유망국가 산업연구
11-01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

2008년

머리말에서

KIEP-KOTRA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통상·세계지역연구 분야의 국내 최고 싱크탱크인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와 오랫동안 현장 중심의
해외정보 생산에 주력해온 KOTRA가 연구 노하우를

불가리아의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모아「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
를
발간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이미 2006년부터 업계의 높아지는 정보
수요에 맞추어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말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산업 박철형 / 윤하청 / 윤서영

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의 주요 산업 황지영 / 김하민

러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라질, 알제리, 이집트, 인

페루의 주요 산업 권기수 / 박강욱

2010년
호주의 주요 산업 백유진 / 이재호 / 이희연
이란의 주요 산업 윤서영 / 박철형 / 강성수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터키의 주요 산업 이철원 / 김찬열

2011년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 이철원 / 이현진 / 임채익
이집트의 주요 산업 윤서영 / 김효근
에티오피아의 주요 산업 김민희 / 전혜린 / 이두영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 권기수 / 박미숙 / 황현정
베트남의 주요 산업 정재완 / 이재호 / 권경덕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이재호 / 정재완 / 이장희

나, 페루, 체코, 벨라루스, 이란, 아르헨티나, 호주 등
의 산업 분석 자료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자료를 새로 발간하게 되었으며, 이미 발간된

이철원 | 이현진 | 임채익

벨라루스의 주요 산업 황지영 / 김동묘

이지리아, 터키,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

2011년에는 불가리아, 에티오피아, 콜롬비아의 산업

아르헨티나의 주요 산업 권기수 / 박미숙 / 민희정
체코의 주요 산업 이철원 / 이현진 / 김병호

도, 태국, 필리핀, UAE, 카자흐스탄, 헝가리, 칠레, 나

이철원 | 이현진 | 임채익

바 있으나 개정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베트남, 인
도네시아, 이집트의 산업 분석 자료를 다시 발간하
게 되었습니다.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
는 성장속도가 빠른 신
흥시장의 산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업계의
진출대상산업 선정과 진출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
한 것으로, 국가별로 주요 산업을 선정하되 현지 시
장의 성장 가능성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어 실질적인 진출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
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