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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주요 산업:
자동차, 인프라
이철원｜이현진｜강세나

머리말

2013년 우리나라는 선진국 재정위기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성
장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이어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
하고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 최대 수출을 기록하여 전례 없는 놀라운 성
장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흥국의 기술추격이 빨라지고, 미국․EU 등을 비롯한
거대경제권의 FTA 추진으로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경제가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인 해외시장 진출전략과
대외협력방안이 필요합니다.
국내 최고 싱크탱크인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와 무역․투자 분야
에서 생생한 해외시장정보 생산에 주력해온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는 지난 2006년부터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를 발
간해오고 있습니다.
성장속도가 빠른 신흥시장의 산업을 분석하여 우리 업계의 진출대상
산업 선정과 진출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는 현재까지 총 35개국 41편이 발간되었으며, 국가별로 유망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감안한 실질적인 진출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i｜ 폴란드의 주요 산업: 자동차, 인프라

특히 금년에는 방글라데시․에콰도르․카타르․탄자니아 4편을 신규
발간하는 한편, 기 발간된 말레이시아․러시아․폴란드 3개국에 대해 그
간의 변화내용을 반영한 개정판도 발간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번 시리즈에서는 자동차․IT․석유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에너지․의료 등 신성장산업도 새로 포함시켜 이
들 떠오르는 산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해외 산업동향에 대한 분석 자료가 흔치 않은 현실에서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가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우리기업에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자료가 나오기까지 정보수집과 집필에 수고하신 KIEP 담당
연구진 및 KOTRA 해외 무역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일형
KOTRA 사장 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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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

근 미 · EU FTA에 대한 양측 논의가 급진전됨에 따라 한·
EU FTA를 비롯한 기 발효 FTA의 효과극대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7월 1일부로 한· EU FTA가
공식 발효되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심화로 인한 EU 전반의 경
기침체 여파로 그 효과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남유럽 재
정위기의 위험요인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지고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최악의 상황을 넘긴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EU 경기의 회복
세 전환과 함께 FTA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 EU FTA 효과가 본격화되면 양자간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
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 · 동부유럽(CEE) 신규회원국들
과의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CEE 신규회원국 중 폴란드는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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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에 비해 시장규모가 압도적이며, 우리와의 교역 및 투자
규모도 가장 크다. 2004년 EU 가입 10개국 전체에서 50% 이상
의 인구와 50%에 가까운 GDP 비중을 점하고 있는 폴란드는
EU로부터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회원국이다. 본 연구는 이
처럼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폴란
드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 · 폴란드 산업협력 강
화 및 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폴란드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와 인프라 부문을 선
정, 각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
요 산업 선정은 폴란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폴란드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였다. 인프라 산업
은 에너지/환경, ICT, 교통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우리 기
업의 진출사례가 있는 에너지/환경과 ICT 부문을 중점적으로 조
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폴란드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
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주요 산업을 자동차, 인프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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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폴란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 폴란드
경제협력 현황, 폴란드 시장 진출환경 평가, 폴란드 시장 중장기
진출 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중동부 유럽의 완성차 및 부품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는 폴
란드는 승용차와 상용차의 제조 및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이 폴란드 주요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등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폴란드 정
부 차원에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향후 폴란드 자동차 산업
은 유럽 경제와의 긴밀한 연계성으로 인해 2010년대 후반에 걸
쳐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폴란드
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활
성화는 유럽 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 인프라 산업은 이미 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한 등
외국기업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2014~20년 폴란드가 EU기금의 최대수혜자
가 될 예정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인프라 산업에 투자될 전망
이다. 폴란드 인프라 산업의 개발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폴란드
정부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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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중기적으로는 EU기금
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를 유입하여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절대적으로 노후화된
에너지 인프라와 폴란드의 경제발전 수준에 맞추어 반드시 확장
되어야 하는 수송인프라와 관련하여 EU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등 재정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발주되
고 있는바, 우리 기업들의 참여기회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 판매 및 서비스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 연구소 등 폴란
드에 진출해 있는 총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외부 및 내부 환
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
가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지닌 EU 시장의 진출 거점이라는
점과 EU내 신흥시장 폴란드의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EU 전반의 경기침체가 폴란드 진출의 가장 우려해야 할 위험요
인이다. 우리 기업들의 폴란드 시장 진출 강점요인으로는 기업들
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등
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
리적 거리감이 가장 중요한 약점요인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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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요인 평가 결과,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들과 거
의 비슷한 혹은 약간 부족한 내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경쟁자들에 비해 평균 이상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기업들은 내부적
능력이 평균 혹은 그 이하이나,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
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대체로 성공하고 있다는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외부환
경과 내부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
였다. 이는 ‘한국 기업’이라는 주체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이
외부적 기회 및 위협과 결합하여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폴란드
시장 진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강점과 기회를 극대
화하는 전략(S-O 전략)으로 한 · EU FTA를 활용한 수출확대를
들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FTA를 활용하여 주요 수출품의 품
질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
은 경쟁력 등과 같은 우리 기업들의 강점요인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폴란드 시장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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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기회요인들을 활용하기 위해 EU 시장내 생산거점을
폴란드에 구축하는 S-O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EU의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이며,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폴란드를 비롯한 신규회원국들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투자되고 있어 최근 공공조달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과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
실적 등의 폴란드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IT 등 첨단기술과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를 활용하여 폴란드의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S-O 전략을 적
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폴란드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
기 위해 EU 회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에 안정적인 거점을 구축
하고 이를 통해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
이다.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과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은
물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자체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폴란
드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하
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여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
을 마련하면, 폴란드 인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유망신흥시
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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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
완 혹은 극복하는 전략(W-O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거점
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폴란드로 고도화하는 전략
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폴란드 정부조달시장 참
여 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
리적 거리감과 폴란드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약점을 최소화시
킬 수 있는 전략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폴란드 문화의 이
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
적 거리감 극복은 물론, 폴란드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
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폴란드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
하는 전략(S-T 전략) 중 첫 번째는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폴란드
내수시장 진출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EU 시장에서 선진국 혹은 개도
국 기업들과의 경쟁심화를 극복하고 폴란드 내수시장을 공략하
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EU내 시장 · 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
출증대를 두 번째 S-T 전략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시장차별화
및 제품차별화 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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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 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밖
에도 S-T 전략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거점을 폴란드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EU 시장내 선진국 ․ 개
도국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라는 주요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우
리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폴란드 시장의 위
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W-T 전략)으로는 첫 번째 폴란드
시장 전문가 양성을 들 수 있다. 폴란드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
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시장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W-T 전략으로 한류문
화 홍보를 통한 한국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을 제안해볼
수 있다. 드라마 및 K-POP 등의 한류문화 홍보는 양측 문화교
류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과 기업문화의 불일치 등의 약
점을 보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
째 W-T 전략으로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
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과 양측 기업문화의 불일치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에는 고위
급 외교와 이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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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미 · EU FTA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하자 한 · EU FTA를
비롯하여 이미 발효된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011년 7월 1일 한 · EU FTA를 공식
발효하였으나, 남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EU 전반의 경기
침체 여파로 그 효과는 아직 본격화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남유
럽 재정위기의 위험요인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유로존의
경기침체가 최악의 상황을 넘긴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EU 경기
의 회복세 전환과 함께 FTA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U와 체결한 FTA 효과가 본격화되면 양측의 산업협력은 더
욱 확대될 것이다.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 · 동부유럽(CEE) 신규회원국과 산
업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CEE 신규회원국 중 폴란드는 여타
국가에 비해 시장규모가 압도적이며, 우리와 맺은 교역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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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도 가장 크다. 2004년 EU에 가입한 8개국 전체에서 50% 이
상의 인구와 50%에 가까운 GDP 비중을 차지하는 폴란드는 EU
로부터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회원국이다.
한 · EU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중에서
도 폴란드와 같이 시장잠재력이 풍부한 신흥시장에 좀 더 많이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폴란드 시장에 진출하고 산업협력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폴란드의 유망산업을 좀 더 심층 연구해
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이 진출할 가
능성이 높은 폴란드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 · 폴
란드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또한 이
를 통해 한 · EU FTA 효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유로존 재정
위기 이후 EU 시장에 진출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 EU FTA 발효 이후 EU에서 가장 유망
한 신규회원국 폴란드 경제의 잠재력과 한국의 산업협력 가능성
을 분석한다면 정부의 FTA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외경제정
책 수립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동안 KIEP와 KOTRA에서 폴란드에 관한 연구자료를 발간
한 적은 있다. 그러나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데다 단편적인 정
보만을 다루는 Issue Paper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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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

KOTRA 국가정보: 폴란드 주요 산업 동향(KOTRA, 2012), KOTRA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 폴란드의 국가개요, 경제동향, 투자환경 등 현지 비즈니스정보 제공
- 폴란드 주요 산업에 대한 현황 및 최근 동향 제공

연구방법론

주
요
선
행

과제명

과제명
2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론

연
구
3

KOTRA 해외시장정보: 폴란드 자동차 시장 동향(임태형, 2012),
KOTRA
폴란드 자동차 시장 관련 최신 전문자료 및 정보 등 분석, 이슈별로
다른 내용의 동향 조사
문헌조사, 현지조사

과제명

Poland Autos Report Q1 2013 Includes 5 year forecasts to
2017 (BMI, 2012),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BMI Industry DB에서 폴란드 자동차 산업에 대해 2005년부터
분기별로 업데이트 보고서 제공

연구방법론

연구
차별성

문헌조사, 현지조사

문헌조사, BMI Forecasting Model

연구목적 및
내용의 차별성

- 폴란드 경제 및 주요 유망산업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한·폴란드 경제협력 방안제시
- 단편적인 정보 전달 및 동향 조사에 그치지 않고 폴란드 시장 및
유망산업을 다각적으로 분석

연구방법론의
차별성

- 설문 서베이와 SWOT 분석을 결합한 산업선정 및 현지시장 진출
전략 도출과 통계 분석을 통한 산업 경쟁력 진단
- 공동연구를 통해 KOTRA의 현지조사 강점을 잘 활용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보다 현장감 있는 시장 및 산업 연구

기타 차별성

- KIEP의 지역 연구 전문성과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의 생생한
현장감을 활용하는 공동연구
-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통해 EU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
마련에 일조

자료: 필자 작성.

폴란드 산업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자료 등은 아직 많이 부족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정보전달 및 부
정기적 동향 연구가 아닌 KOTRA와 협력하여 폴란드의 유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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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선정,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해 정부 및 기업의 구체
적인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지역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KIEP와 KOTRA가 공동
으로 실시한 본 연구는 EU 신규회원국 폴란드 경제의 잠재력과
한국의 산업협력 가능성을 분석한다. 즉 KIEP의 지역연구 전문
성과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의 생생한 현장감을 활용하여 폴
란드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와 인프라 부문을 심층 분석한다. 또
한 폴란드 시장의 잠재력, 위험 요인, 협력 및 진출 가능성 등을
주요 산업별로 분석하여 폴란드 시장진출 증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EU 시장 진
출방안 모색 및 대폴란드 경제협력 심화 전략을 수립하는 자료
로 활용함은 물론 폴란드 및 인근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 가이드북 역할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관련 자료 및 문헌의 수집과 분석을 기초
로 하며, 주요 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수의
외국 문헌 및 통계를 수집 ·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과 함께 현지 전문가 면담과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2013년 9월에는 폴란드 바르샤바
로 출장을 가서 현지 인터뷰와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였고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의 협조로 조사연구를 병행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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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설문 서베이와 SWOT 분석을 결합하여 일관성 있는 시
장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즉 현지 시장진출의 외부요인과 내
부요인을 분석할 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설문 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내외
부 요인의 중요도와 평가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진
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폴란드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와 인프라 부문을 선
정하여 각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 정리하
였다. 주요 산업 선정의 기준은 폴란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폴란드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해 바르샤바 무역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였다. 인
프라 산업은 에너지 · 환경, ICT, 교통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되,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 에너지 · 환경과 ICT 부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폴란드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
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주요 산업을 자동차,
인프라 순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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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대폴란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을 한-폴란드 경제협력 현황, 폴란드 시장 진출환경 평가, 폴란
드 시장 중장기 진출 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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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폴란드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1
경제동향

가. 최근 동유럽의 경제 현황 및 전망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동유럽1) 경제는 필연
적으로 대외 부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체제를 전환한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
하였다. 유럽연합(EU) 가입2) 이후 6～7%대의 고성장을 거듭하던
1) 동유럽이라는 개념은 동서냉전시대의 정치적 산물로 정확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아주 모호한 지역 분류이다. 때로는 CIS 지역을 제외한 중 ․ 동부유럽(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을 지칭하기도 하고, 때로는 러시아를 포함한 CIS 국가의 일부
혹은 전부 포함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경우에 따라 터키를 포함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
서는 CIS 국가와 터키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표 2-1]에 제시된 CEE 17개국을 대
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2004년 5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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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경제는 2008년 말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성장
세가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2010∼11년 4%대의 경제성장세 시
현으로 완전하게 회복세로 전환한 것처럼 보이다가 유로존 재정
위기의 심화로 2012년에 다시 둔화되었다. 즉, 내수를 동반하지
못하고 수출확대에만 의존한 경제회복세만으로는 동유럽 국가
가 EU 가입과 함께 구가하였던 2000년대 중반의 호황기를 재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주요 경기둔화 요인 중 하나였던
서유럽 은행의 디레버리징이 장기화하면서 현재까지도 동유럽
경제 내수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동유럽 8개국은 2013년 5월 1일부로
EU 가입 이후 만 9년이 경과하였다. 이들 국가는 당시 EU 가입
을 계기로 자국 경제가 기존 EU 회원국, 즉 서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하기를 기대하였으며, 지난 9년 동안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다. 실제로 EU 가입을 전후로 글로벌 금융위
기 전까지 높은 경제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거대 EU 시장에 편
입되는 과정에서 위험 감소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시장 확대
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동유럽 8개

비아 중 ․ 동구(CEE) 8개국과 키프로스, 몰타 등 지중해 연안 2개국을 합하여 총 10개국이
EU에 가입하였으며, 2007년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그리고 2013년 7월에는 크로아티
아가 추가로 EU에 가입함에 따라 현재는 CEE 국가 중 11개국이 EU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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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동유럽의 최근 경제성장률 및 전망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

알바니아

5.9

7.5

3.3

3.9

2.8

1.6

1.8

3.1

3.7

4.4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6.0

5.6

-2.8

0.7

1.0 -1.7

1.5

3.6

4.2

5.1

불가리아

6.4

6.2

-5.5

0.4

1.8

0.7

2.5

3.7

3.9

크로아티아

5.1

2.1

-6.9 -2.3

0.0 -2.0 -0.5

1.0

2.7

3.8

체코

5.7

2.9

-4.4

2.3

1.8 -1.2 -1.0

2.2

3.1

4.3

에스토니아

7.5 -4.2 -14.1

2.6

9.6

3.9

1.9

3.1

4.2

4.7

헝가리

0.1

0.7

-6.7

1.3

1.6 -1.8

0.5

1.5

3.6

4.2

코소보

8.3

7.2

3.5

3.2

4.5

3.4

3.2

4.2

3.7

4.4

라트비아

9.6 -3.3 -17.7 -0.9

5.5

5.5

3.3

3.4

5.6

4.1

리투아니아

9.8

2.9 -14.8

1.5

5.9

3.7

3.6

3.7

4.5

4.9

마케도니아

6.1

5.0

-0.9

1.8

2.8 -0.3

1.8

3.1

3.9

3.7

몬테네그로

0.8

10.7

6.9

-5.7

2.5

3.2 -0.5

0.9

3.0

4.3

5.0

폴란드

6.8

5.1

1.6

3.9

4.5

1.9

1.1

2.7

3.5

5.0

루마니아

6.3

7.3

-7.1 -1.1

2.2

0.7

2.2

2.7

3.5

3.6

세르비아

5.4

3.8

-3.5

1.0

1.6 -1.7

1.6

3.0

3.8

4.6

슬로바키아

10.5

5.8

-4.9

4.4

3.2

0.9

2.2

3.9

4.6

슬로베니아

7.0

3.4

-7.9

1.3

0.7 -2.5 -2.6

0.0

2.0

3.2

5.6

3.0

-4.2

4.3

5.0

2.8

3.8

4.3

동유럽 전체

2.0

1.2

1.6

주: 2012년까지 실측치, 2013년 통계는 추정치, 2014년 이후 통계는 예측치.
자료: Global Insight(2013), Online Service, http://www.globalinsight.com. Updated:
15 September 2013(2013. 9. 23).

국은 FDI 유입 급증과 교역증대 등을 실현하였으며, 소득증대는
물론 서비스산업 발전 및 무역구조의 고도화 등도 이루었다. 2012
년 말 기준 동유럽 8개국 명목 GDP는 1995년 대비 네 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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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었으며, 1995년 평균적으로 3,800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1
인당 GDP도 2012년에는 1만 7,000달러에 달하였다. 또한 2012년
총 교역규모 기준으로는 1995년 대비 여섯 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러한 동유럽 경제의 EU 가입 효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로 2009년 이후 주춤하고 있으나, EU 내에서 동유럽 국가의 경
제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2007년 가입
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아직 EU 가입 효과를 충분히 실현하
지 못했으며, 2013년 7월에 가입한 크로아티아는 이제부터 시작
이다. 다만, 서유럽 경제의 회복세가 아직 확실하지 않고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동유럽 경제
의 성장잠재력 실현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특히 남유럽
재정위기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슬로베니아, 크로아
티아와 서유럽 경기에 특히 민감한 체코는 2013년에도 마이너
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에는 남유럽 재정위기 위험요소 해소 및 서유럽 경제회
복 기대 등으로 거의 모든 동유럽 국가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적으로 3%대에 근접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신흥국의 자금유출
우려, 남유럽 재정위기 해결 지연 등으로 동유럽 경제가 EU 가입
초기의 고성장세를 회복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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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2012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개최 이후 저성장세에 빠져
있는 폴란드의 경제 활성화와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했을 때 여
타 신흥개도국이 받을 차별화 등이 향후 동유럽 경제가 다시 고
도성장세에 도달하기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

나. 최근 폴란드의 경제 현황 및 전망

1) 최근 경제 현황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이후 외국인투자의 활발한 유입 및
안정적인 경제 운영으로 꾸준하게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유럽 전체가 경기침체를 경험하였
던 2009년에도 폴란드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유로존의 재정위기 심화에도 4.5%의 경
제성장을 달성하였다. 폴란드 경제성장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는
탄탄한 내수와 즈워티화(PLN) 약세로 EU 역내 수출 증대, 건설
및 인프라 분야의 활발한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폴란드는 남유럽 재정위기 등 여러 불안요소가 유럽경제를 흔
들던 2012년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3.6%, 2.5%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는 2012 유럽축구선수권대회 개최로 인한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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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고용의 증가, 소비심리 촉진 등 경기활성화 효과에 기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12년 하반기 들어 유럽 재정위
기 장기화로 내수, 민간소비, 기업 투자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성장 둔화가 예상보다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3년에도
지속되었다.

표 2-2. 폴란드 주요 거시경제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529.4

430.9

469.8

515.5

489.8

5.1

1.6

3.9

4.5

1.9

13,863

11,282

12,299

13,493

12,819

물가상승률(HICP 기준, %, 연평균)

4.3

3.8

2.7

4.2

3.7

실업률(Eurostat기준, %, 연평균)

7.1

8.2

9.6

9.6

10.1

수출(십억 달러)

175.9

141.0

165.6

194.8

190.8

수입(십억 달러)

206.4

148.5

177.4

208.7

197.4

연평균환율(달러화 대비)

2.41

3.12

3.02

2.96

3.26

연평균환율(유로화 대비)

3.52

4.33

3.99

4.12

4.19

재정적자(GDP 대비 %)

-3.7

-7.5

-7.9

-5.0

-3.9

명목 GDP(십억 달러)
경제성장률(%)
1인당GDP(달러, PPP)

자료: Global Insight(2013), Online Service, http://www.globalinsight.com. Updated:
13 December 2013(20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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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폴란드 및 인근 국가의 실질 GDP 추이
(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
폴란드

중·동구

전 세계

5.0
4.0
3.0
2.0
1.0
0.0
-1.0
-2.0
-3.0

2009

10

11

12

13

14

15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3), p. 12.

폴란드의 수출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감소했던 2009년
을 제외하고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하였다. 2010년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던 폴란드의 수
출 및 수입 증가율은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로 2011년부터 다소
둔화되었으나, 대체로 각각 6.2%와 6.2%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
로존 경제위기의 지속 및 심화의 여파로 2012년에는 폴란드의
수출입도 달러화 기준으로 각각 4%와 8% 감소하였다. 이는 EU
내 폴란드 수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및 폴란드 내수 부진에 따
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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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폴란드 무역 현황
(단위: 백만, %)

2012년
구분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PLN

USD

EUR

수출

597,096

182,718

141,942

6.9

-4

3.8

수입

638,287

195,437

151,683

2.4

-8

-0.6

수지

-41,191

-12,719

-9,741

PLN

USD

EUR

자료: 폴란드 통계청(GUS), www.stat.gov.pl(2013. 9. 23).

폴란드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989년 폴란드가 시장경제 체제
로 전환하면서 1990년대 초반부터 서유럽 기업을 중심으로 시
작되었으며, 2004년 EU 가입을 계기로 급증하였다. 폴란드 경제
부에 따르면, 2011년 폴란드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에도 불구하고 총 99
억 2,900만 유로로 전년대비 47%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는
EU 국가 중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다음
으로 큰 규모이며, 중동부 유럽 국가 중에서는 최대 규모이다.
폴란드 투자청에 따르면, 2012년 폴란드의 FDI 유치 총액은 100
억 유로 규모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Ernst & Young(2012)에 따르면,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국가로는
유일하게 FDI 유입국 10위 내에 포함되었으며 영국, 프랑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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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치고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지목되었
다.3) 이처럼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에 FDI 유입
이 활발한 배경은 안정된 정치환경 및 서유럽 주요 시장에 접근
하기 쉽고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큰 경제 규모 및 내수시장 등을 들 수
있다.
환율은 즈워티화가 대외 충격에 취약하여 변동성이 큰 편이
며, 2011~12년 유로존 재정위기는 물론 2013년 8월 이후 미국
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에도 민감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인도 루피화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안정적이어서 상대적
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2012년 이후 즈워티화의 가치절
상은 물가 안정 및 가계의 외채부담 경감에는 기여하였으나 가
격경쟁력 약화로 최근 수출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HICP)은 꾸준한 내수 증가와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즈워티 약세로 인한 수입 부담 증
가, 부가세 등 간접세의 인상 등으로 연평균 4.2%를 기록하였다.
이는 폴란드 중앙은행(NBP)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5±1%를
상회하는 수치로, 이러한 높은 물가상승률은 2012년 3/4분기까지

3) Ernst & Young(2012),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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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졌다. 그러나 2012년 4/4분기 들어 내수경기가 급격히 냉각
되면서 2%대로 진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더욱 하락하여 6월에
는 사상 최저 수준인 0.2%를 기록하였다.

그림 2-2. 폴란드 및 인근 국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연평균, %)

폴란드

중·동구

전 세계

4.5
4.0
3.5
3.0
2.5
2.0
1.5
1.0
0.5

2009

10

11

12

13

14

15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3), p. 12.

실업률은 2011년 4/4분기 이후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기
업이 고용을 축소하면서 증가세로 전환되어 폴란드 통계청 기준
으로 연평균 12.4%를 기록하였다. 2012년에도 이러한 상황은 계
속되어 13%대 전후의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012년 하
반기 이후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고용축소와 함께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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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권대회 관련 임시 고용의 종료, 건설업계의 부도 등으
로 실업률은 더욱 악화되었다. 2013년 3월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보다 높은 14.3%를 기록하였으
나 이후 점차 하락하며 2013년 6월 기준 13.2%를 기록하였다.
그림 2-3. 폴란드 평균실업률 및 기업부문 고용 변동 현황
(단위: %)
13.3

2.8

1Q

11.9

11.8

12.5

2.2

1.6

1.3

3Q

2Q

4Q

13.3

13.4

14.3

12.3

12.4

0.3

0.0

-0.2

-0.3

-0.6

1Q

2Q

3Q

4Q

1Q

2011

2012

고용증가율

13.2

-0.9
2Q

2013

실업률

자료: 폴란드 통계청(GUS), www.stat.gov.pl(2013. 9. 23).

2) 향후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겪었던 2009년
에도 EU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였던 폴란드 경
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2012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급격히 둔화
되었다. 최근 폴란드 경기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유로존 재정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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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으로 인한 유럽 전반의 경기침체, 2012 유로축구선수권 대
회 폐막 이후 내수부진, 즈워티화 환율 절상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이 분석된다. 이러한 경기둔화세는 2013년에도 지속되어 폴란
드 경제는 연간 1.3%의 저성장이 예상되며, 2014년 이후 경제성
장률 확대 전망은 전반적인 EU 경제의 회복세 여부에 달려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는 유로존 재정
위기가 폴란드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폴란드 경제는 점차 잠재성장률에 접근, 3%대
이상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랫동안 글로벌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였던 유로
존 재정위기는 최근 들어 세계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
라기보다 유럽 경제 침체라는 상수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최
근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유럽 경제에 회복 기
미가 나타나 이러한 경제회복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세계의 이
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3년 2/4분기에 EU4) 경제는 전기대비
0.4%, 유로존5) 경제는 같은 기간 0.3%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4) 2013년 7월 1일부로 크로아티아가 EU에 공식 가입하여 현재 EU는 28개 회원국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2013년 2/4분기까지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EU 경제통
계는 27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함.
5) 영국, 덴마크, 스웨덴과 중동부 유럽의 일부 EU 신규회원국이 제외되어 있는 유로존은 2013년
말 현재 1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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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다.
2013년 2/4분기 경제실적 회복세 전환에는 과거 2009년 글로
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침체에서 경기가 회복한 것과는 달리
내수부문의 확대가 동반되었다. 즉 과거의 회복세는 대외부문의
호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이번 경기회복은 독일과 프
랑스를 비롯한 유로존 주요국과 영국 등이 무역수지 개선과 함
께 내수확대가 경제성장에 일정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독일
경제는 투자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민간소비, 재고증감, 정부지
출, 무역수지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
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유럽 재정위기국
은 무역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수부진으로 플러스 성
장세로 전환하지 못했다.
유럽 경제 회복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최근 선행지수와 고용
면에서 긍정적인 통계를 발표하였다. EU 및 유로존의 경기체감
지수(ESI)는 2013년 5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13
년 8월 EU 및 유로존의 ESI는 각각 98.1과 95.2를 기록, 전월보다
개선됨은 물론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EU
및 유로존의 실업률은 2013년 들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최근
까지 연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가장 심각한 고용 악화
를 보였던 주요 재정위기국 실업률은 최근 3~4개월 동안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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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포인트 정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최근 경기회복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에 따라 보다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은행권의 디레버리징 장기화, 경기회
복 이원화, 취약한 주택경기, 남유럽 내수부진 및 디플레이션 우
려 등은 향후 EU 및 유로존 경기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2년 말 딜로이트(Delloitte) 컨설팅 조사에 따르면, 70%
의 유럽 은행이 향후 5년 내지 7년간 더 디레버리징을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은행권 디레버리징의 장기화는
경기회복 국면에서 남유럽 재정위기국과 북유럽 국가의 경기가
이원화하는 현상을 더욱 심화할 수 있으며, 재정위기국 내수부
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전히 조정국
면이 진행 중인 남유럽의 주택경기 부진과 구조개혁 및 임금하
락과 같은 내적절하(Internal Devaluation)로 소비와 투자가 둔화
되고 자산가격 하락과 금융기관 부실화가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악순환(Deflationary Spiral)’도 우려되는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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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폴란드 경제전망
2013

2014

2015

2016

경제성장률(%)

1.3

2.9

3.4

4.3

산업생산증가율(%)

2.3

3.6

5.3

5.7

민간소비증가율(%)

0.7

2.5

3.4

4.1

정부지출증가율(%)

1.5

-0.1

-0.7

0.7

고정투자증가율(%)

-0.4

2.9

4.8

5.0

내수증가율(%)

0.1

2.8

3.6

4.5

수출증가율(%)

4.4

4.5

5.4

5.7

수입증가율(%)

0.9

4.2

6.1

6.2

물가상승률(CPI, %)

1.0

1.9

2.4

2.3

-4.8

4.5

-2.9

-2.9

재정적자(GDP 대비 %)

자료: Global Insight(2013), Online Service, http://www.globalinsight.com. Updated:
13 December 2013(20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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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폴란드의 GDP 대비 산업별 생산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농림
수산업 3.4%, 제조업 33.6%, 서비스업 63%로 나타났다. 2004년 5
월 EU 가입 이후 제조업, 광업 및 공공부문의 생산증가율이 두드
러졌으며, 이는 수출호조 및 자본투자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특
히, EU 가입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
화하면서 기계, 설비 등 자본재 산업의 생산증가율이 현저하게 성
장하였다. 이 밖의 건설업, 숙박요식업 및 금융업 등도 EU 가입
이후 급성장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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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폴란드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단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1988

1996

2004

2011

농림수산업

13.1

6.4

5.1

3.4

광공업

41.7

37.5

30.8

33.6

서비스업

34.5

56.1

64.2

63.0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Poland Country Report, 각 연호.

폴란드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제조업에 집중한 산업구조
였으며, 상대적으로 서비스 산업은 낙후된 상태였다. 또한 당시
폴란드는 석탄, 구리, 유황 등 광산물 생산지로 유명하였으나, 소
비재 산업은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장경제 자본주의로 체
제를 전환한 이후 폴란드 산업은 탈농업화, 탈공업화 및 3차 산업
화를 꾸준하게 진행하였다. 1990년대 체제 전환 이후 농업 및 제
조업의 GDP 대비 생산비중이 크게 위축된 반면, 서비스업이 몰
라보게 성장하면서 전형적인 선진 시장경제 산업구조와 유사한
패턴으로 변모하였다. 농업 부문은 체제 전환 이후 정부의 농산
물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극심한 타격을 받았고 석탄, 철강 등의
중공업에 집중된 폴란드 산업도 체제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고통
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을 경험하였다.
폴란드 주요 산업별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국제표준산
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of Industry Classification) 3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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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6)을 기준으로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7)를 측정하였다. [표 2-6] 과 같이 폴란드의 대세계 RCA 측
정 결과 폴란드는 과거 비교우위가 있던 농축산업, 임업 및 석
탄광업 등에서는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였으며, 제조업을 중심으
로 산업경쟁력이 향상되었다. 담배, 목재 및 나무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등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나타냈으며, 음식료품,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 산업 경쟁력도 꾸준하게 유지하였다. 또한
체제 전환 이전에는 경쟁력이 있었으나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한
6) ISIC는 Rev. 1, Rev. 2, Rev. 3, Rev. 3.1, Rev. 4의 다양한 버전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8버전과 유사한 ISIC 3버전을
사용하였다. 이는 ISIC 3버전과 KSIC 8버전은 2단위 코드에서는 산업구분이 매우 유사하
며, HS 2단위 코드로의 전환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7) RCA 지수는 각국의 비교우위 체계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RCA 지수는 시장점유율의 단순한 비교가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 간 비교에 적절치 않다
는 점에서 국별 시장점유율과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동시에 감안함으로써 경제규모가 상이
한 국가 간에도 경쟁력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지표이다. 특정 품목의 RCA값이 1보
다 크면 해당 국가는 그 품목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의  품목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
 국의  품목 세계 수출액,  : 전 세계의  품목 수출액
 국 총수출액,  : 전 세계의 총수출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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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폴란드의 주요 산업별 대세계 RCA 지수
코드

품목명

01
02
05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99

농축산업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어로, 양식 및 관련 서비스업
석탄광업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
우라늄 및 토륨 광업
금속광업
기타 광업
음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무용 기계 제조업
전자기계 및 장비 제조업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조업
기타

2007 2008 2009 2010 2011
0.807
0.619
0.145
2.041
0.021
0.000
0.202
0.232
1.739
3.137
0.770
0.795
0.531
2.887
1.546
1.076
0.579
0.585
1.998
2.052
1.054
2.379
0.939
0.169
1.180
0.818
0.243
1.683
1.021
2.338
0.557

0.613
0.689
0.096
1.408
0.001
0.000
0.078
0.360
1.619
3.764
0.809
0.851
0.455
2.923
1.594
1.108
0.569
0.654
2.093
1.905
1.028
2.405
0.946
0.436
1.193
0.907
0.281
1.887
0.984
2.178
0.601

0.736
0.982
0.102
1.184
0.001
0.000
0.049
0.230
1.502
5.472
0.745
0.847
0.401
2.733
1.762
1.049
0.429
0.593
1.994
1.776
0.977
2.050
0.927
0.614
1.033
1.052
0.272
2.242
1.180
1.976
0.521

0.663
1.323
0.083
1.241
0.000
0.000
0.020
0.255
1.682
5.890
0.789
0.918
0.490
2.934
1.855
1.140
0.618
0.692
2.124
1.838
1.041
2.140
0.921
0.616
1.039
1.058
0.283
1.851
1.157
2.012
0.295

0.478
0.903
0.122
0.712
0.014
0.000
0.015
0.244
1.549
5.476
0.765
0.887
0.510
2.522
1.854
1.182
0.627
0.727
2.148
1.853
1.037
2.148
0.898
0.583
1.119
0.987
0.321
1.784
1.356
1.983
0.290

자료: KIEP 자체 보유 DB(검색일: 2013.11.29).

때 경쟁력을 상실했던 비금속광물, 1차 금속, 가구 및 기타 제조
업 등도 EU 가입 이후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이는 EU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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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과정에서 폴란드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전자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이들 산업과 함께 연관 산업
이 동시에 경쟁력이 향상된 것이다.

나. 주요 산업정책

전술한 바와 같이 폴란드 산업은 1990년대 초반 체제 전환과
2000년대 중반 EU 가입 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이 과
정에서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산업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해 제조업 기반 구축과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체제
전환을 위한 경제 개혁과 개방에서 국영기업 민영화가 주요 과제
였으며, 당시 폴란드는 자본이 절대 부족하여 서유럽 기업으로부터
FDI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EU 가입
을 준비하면서 좀 더 강도 높은 개혁 및 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로 인해 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FDI 유입을 더욱 가
속화했다.8) EU 가입 이후에는 EU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자국의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산업 등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으며,
8)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4에 따르면, 폴란드는 비즈니스 환경이 전체 45위로
인근 FDI 유입 경쟁국인 슬로바키아(49위), 헝가리(54위), 체코(75위) 등에 비해 상대적으
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현지금융에 대한 접근도 면에서는 3위를 기록해, 이
분야의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우수하였다.

30｜

폴란드의 주요 산업: 자동차, 인프라

최근에는 2012 유럽축구선수대회를 유치, 개최하여 상대적으로 낙
후해 있던 인프라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건설업을 크게
부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폴란드는 중동부유럽 최대의 FDI 유치국으로 FDI 유입은 전
술한 바와 같이 2004년 EU 가입을 계기로 급증하였다. 폴란드
투자청에 따르면, 최근 FDI 유입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아웃소
싱(BPO), 자동차, R&D 순이며, 그 밖의 ICT, 기계산업에도 투자
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R&D 분야, 특히 폴란드는 공학 기술
분야의 인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데 화학, 항공, 기계, 농업
분야의 R&D에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여 이들 분야에서 외국 기
업이 다양한 R&D 센터를 운영한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투자 유
입이 가장 크며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순으로 최근 투자 논의
가 활발하였다. 우리 기업에도 폴란드는 중동부유럽 최대의 투
자대상국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이다. 특히 제
조업 중에서는 수송기계(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자통신장비
(부품)에 대한 투자가 주종을 이룬다.
폴란드 정부의 대표적인 FDI 유치 정책으로는 경제특별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 및 산업단지(Industrial Park) 정책이 있다.
SEZ는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별
도의 행정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폴란드 전역에 걸쳐 14곳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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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폴란드 경제특별구역(SEZ) 위치

Sopot
Słupsk
pomorskie
warmińsko-mazurskie
Suwałki
zachodniopomorskie

Olsztyn
podlaskie

kujawsko-pomorskie
Kostrzyn
lubuskie

mazowieckie
wielkopolskie
Łódź
łódzkie

Legnica
dolnośląskie
Kamienna Góra

Wałbrzych
opolskie

lubelskie

Starachowice
świetokrzyskie
Tamobrzeg
Katowice
Mielec
Kraków
podkarpackie
małopolskie

śląskie

자료: 폴란드 투자청(PAIZ), www.paiz.gov.pl(2013. 9. 24).

되고 있다. SEZ에 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금 면제
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투자비용의 최대 5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설
립한 것으로 폴란드 전역에 30곳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
운데 크라코프 기술단지(Cracow Technology Park)는 SEZ로도 지정
되어 있다. 산업단지는 입주할 때 일반적인 투자 보조금 혜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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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부동산세 감면과 에너지, 난방, 용수 등 유틸리티를 저렴하게
공급받는 등의 추가적인 이점이 있으며, 운영 당국의 단지 내 인
프라 구축 노력도 입주 기업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EU 가입 이후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의 경제성장
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금융 지원수단이 EU 회원국 간 지역
격차 축소를 목표로 배분하는 EU 기금이다. 1957년 로마조약을
체결하면서 EU 회원국은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다양한 지역
간에 현존하는 지역격차를 축소하고 낙후 지역의 후진성 축소와
조화로운 발전 보장에 합의하였다. 이로 인해 1958년 유럽사회
기금(ESF: European Social Fund), 1964년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
(EAGGF: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rantee Fund), 1974년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1993년
결속기금(CF: Cohesion Fund) 등을 창설했다.
폴란드 정부는 국가전략기준 구상안(NSRF: National Strategic
Reference Framework)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 2007년 12월에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EU 결속기금 및 유럽지역개
발기금 성격의 재정자금을 EU로부터 지원받고 있다.9) 폴란드
정부는 NSRF을 시행하기 위한 운영프로그램(OP)을 만들어 각종
9) 2014~20년 EU 중기 예산에 해당하는 NSRF는 폴란드 지역개발부 차원에서 2013년 말에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며, 2014년 EU 집행위의 승인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폴란드 정
부의 향후 중장기 국가전략사업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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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및 환경 개선, 지역개발, 인적자원 및 경제혁신 등을 목
표로 2007년부터 2013년간 856억 유로를 집행하였다. 이 가운데
673억 유로(EU 전체 예산집행 계획의 20%로 회원국 중 최대 규
모)에 달하는 자금을 EU 기금으로 지원받았고, 나머지는 국가
공공자금 등으로 충당하였다. 특히 인프라 및 환경 부문에 대한
EU 기금의 지원이 전체 40%를 넘는데, 이는 폴란드 인프라 개
발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EU 기금의 최대 수혜
자인 폴란드는 2014~20년간에도 724억 유로의 EU 결속기금을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EU 기금 총액이 3% 정도 삭감
되는 상황에서도 폴란드 배정액이 7% 증가한 것이다.10)

표 2-7. 폴란드의 NSRF 예산에 따른 운영프로그램 지출내역(2007~13년)
예산편성액(억 유로)(비중)

재정지원 근거

인프라 및 환경

279(41.5%)

유럽지역개발기금, 결속기금

지역개발

166(24.7%)

유럽지역개발기금

인적자원

97(14.4%)

유럽지역개발기금

경제혁신

83(12.3%)

유럽지역개발기금

기술보조 등

48( 7.1%)

유럽지역개발기금

계 (EU 기금)

673(100%)

자료: 주한폴란드 대사관, 무역/투자진흥부, www.seoul.trade.gov.pl(2013. 9. 24).

10) 폴란드는 상기와 같은 결속기금을 포함하여 2014~20년 EU 중기예산에서 총 1,058억 유
로를 배정받을 예정이며, 이는 2007~13년 중기예산보다 약 4%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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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EU 기금이 폴란드의 도로, 인터넷망 구축, 발전설
비, 환경 개선 등 각종 사회 인프라 개선 사업에 사용되는 가운
데, 폴란드가 2012 유럽축구선수권대회를 유치, 개최하면서 인
프라 개발은 절정을 맞이하였다. 2012 유럽축구선수권대회를 개
최하기 위해 도로, 경기장 건설 등에 2008~12년간 약 198억 유
로를 투자하였으며, 이 중 교통 인프라가 86%, 스포츠 인프라가
5%, 호텔과 기타 분야가 9%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로 도로, 철도 등 낙후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폴란드는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향후 경제
의 생산성 및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관광 매력도도 상승할
것이다.
폴란드 정부의 인프라 부문 개발 의지는 지난 2012년 10월 현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정책에도 잘 나타나 있다. 상기 경기부
양책에는 2012~15년간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에 약
130억 달러를 투자하고 선로 현대화, 신형 객차 구입 등에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도로 및 철도 인프라 투자 계획과 함
께 2020년까지 LNG 터미널, 원유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등 에너
지 인프라 구축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의 장기적
국가발전전략에도 교통개발, 지역개발, 에너지 안보 및 환경 등
을 주요 전략으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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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폴란드의 장기적 국가발전전략

2010

2020

2030

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 (Long-term National Development Stategy)
중기적 국가 발전 전략
(Medium-term National Development Stategy)

경제 혁신 및
효율성 제고
전략

국가 지역
개발 전략

효율적인
국가전략

인적자원
개발 전략

교통 개발 전략

사회 자본
개발 전략

에너지 안보
및 환경

지방부 및
농업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전략

폴란드 보안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략

국가 공간 발전 개념 (National Spatial Development Concept)

2010

2020

2030

자료: Ministry of Transport, Construction and Maritime Economy(2013),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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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2. 자동차 산업정책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4. 외국 기업 진출 현황
5. 산업 성장 잠재력 및 전망

1
산업 개황

가. 개황

폴란드 자동차산업의 역사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현재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이 폴란드 주요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중동부유럽의 완성차 및 부품
생산기지로 각광받는 폴란드는 승용차와 상용차의 제조 및 유통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폴란드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정부의 특별경제구역(SEZ)의 운
영 등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피아트(Fiat), 폭스바겐(Volkswagen),
GM, MAN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출하여 생산 공장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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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다. 완성차 생산 외에도 자동차 부품공급원으로도
확고한 입지를 굳혔다. 서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과 비교
할 때 폴란드 제품은 뛰어난 품질과 동시에 가격경쟁력이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지닌다.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의
조사에 따르면, 폴란드에 총 900여 개의 자동차 관련 기업이 있
으며, 그중 300여 개는 해외기업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기업 중
305개의 기업이 ISO/TS 16949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11)12) 바르
샤바, 글로비체, 브로츠와프, 포즈난, 크라코프 등의 지역에 주요
자동차 기업이 운집해 있으며, 여러 기술대학에서 배출한 우수
한 인재를 고용한다.
자동차 제조, 수출 및 서비스 등 자동차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폴란드 자동차산업의 규모는 폴란드 총부가가치의 8.6% 수준인
1,201억 즈워티 규모이다(그림 3-1 참고). 그러나 자동차 금융,
연료 등 자동차산업에서 파생되는 관련 산업(총부가가치의 4%)
을 포함하면 폴란드 자동차산업 및 관련 산업이 지닌 총부가가
치는 폴란드 경제의 12.6%인 1,772억 즈워티 규모에 이른다(그
림 3-2 참고).

11) ISO/TS 16949는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기술 사양 및 품질관리 기준임. 자세한 내용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홈페이지 참조.
12)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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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폴란드 자동차 산업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2012년)
(단위: 10억 즈위티, %)

(단위:10억 폴란드 즈워티, %)
5.0, 0.4%

11.0,
0.8%

자동차 제조 - 지역 및 하위 공급자의 對기업
상품 및 서비스(공급자 효과)

21.5,
1.5%
14.8,
1.0%

합계
120.1,
8.6%

4.6,
0.4

63.2,
4.5%

자동차 제조

%

자동차 제조 - 지역 및 하위 공급자의 對고용인
상품 및 서비스(소득 효과)
자동차 수출 및 서비스
자동차 수출 및 서비스 - 지역 및 하위 공급자의
對기업 상품 및 서비스(공급자 효과)
자동차 수출 및 서비스 - 지역 및 하위 공급자의
對고용인 상품 및 서비스(소득 효과)

자료: KPMG(2013), p. 8.

그림 3-2. 폴란드 자동차 산업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이 총부가가치
에서 차지하는 비중(2012년)
(단위: 10억 즈위티, %)

6.1,
0.4%

25.8,
1.8%

합계
57.1,
4.0%

8.3,
0.6%

자동차 금융 및 CFM
16.9,
1.2%

자동차 연료 제조 및 판매
도로 인프라
도로 수송

자료: KPMG(2013),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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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 자동차시장과 폴란드

유럽에서는 1990년대까지도 주로 서유럽 지역에서 승용차를
생산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로 중 ․ 동구 지역에
서 승용차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2004년 EU가 확대되면서 중 ․
동구 지역이 EU 내 주요한 자동차 생산 지역으로 떠올랐다(그림
3-3 참고). EU 내 233개의 생산 공장 중 중 ․ 동구 국가에 위치한
공장의 수는 38개이며, 이 중 폴란드에 있는 공장의 수만 14개
이다(표 3-1 참고).

그림 3-3. EU 내 승용차 생산변화 추이(1990~2012년)

18
16
14
12
10
8
6
4
2
0

(백만 대)

+5.6%
+8.8% +1.1% +3.1% +0.2% -1.2% -1.2% +1.9% -0.9% +1.3%

-3.2%

+2%

+12.4%

+3.8% +2% +4.3%

-6.7%

+9.9% +2.7%
-12.8%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체코, 헝거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자료: ACEA(2013),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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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유럽 내 자동차 생산 공장 보유 현황(2013년)
EU회원국

공장 수(개)

비EU회원국

공장 수(개)

오스트리아

6

벨라루스

2

벨기에

8

카자흐스탄

2

불가리아

1

러시아

32

체코

11

세르비아

2

핀란드

2

터키

15

프랑스

36

우크라이나

5

독일

46

우즈베키스탄

2

헝가리

5

이탈리아

23

네덜란드

9

폴란드

14

포르투갈

6

모든 생산기업

공장 수(개)

루마니아

3

전체 유럽: 25개국

293

슬로바키아

3

EU소속: 18개국

233

슬로베니아

1

스페인

15

ACEA 회원사

공장 수(개)

스웨덴

14

전체 유럽: 22개국

208

영국

30

EU소속: 17개국

183

자료: ACEA(2013), p. 45.

EU에서 생산한 약 1,623만 대(2012년 기준)의 자동차 중 21%
인 약 340만 대가 중 ․ 동구에서 생산했고 폴란드는 약 64만 대
(4%)를 생산했다. 중 ․ 동구에서도 승용차 부문은 체코(8%), 슬로
바키아(6.2%), 폴란드(3.7%) 순으로 나타났으나, 경상용차,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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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합차 부문은 폴란드(7.2%)의 생산 비중이 높았다(표 3-2
참고).

표 3-2. EU 내 자동차 생산 현황(2012년)
(단위: 대)

EU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승용차

경(輕)상용차,
미니버스/승합
차(3.5톤 미만)

중(重)상용차,
버스(3.5톤
이상)

합계

123,602

n.a.

19,060

142,662

507,204

n.a.

33,890

541,094

1,171,774

n.a.

568

1,172,342

핀란드

2,900

n.a.

n.a.

2,900

프랑스

1,682,814

284,951

n.a.

1,967,765

독일

5,388,456

260,813

n.a.

5,649,269

헝가리

215,440

n.a.

2,400

217,840

이탈리아

396,817

241,186

33,411

671,414

네덜란드

28,000

n.a.

21,800

49,800

폴란드

540,000

103,923

764

644,687

포르투갈

115,735

43,831

3,990

163,556

루마니아

326,556

11,187

22

337,765

슬로바키아

900,000

n.a.

n.a.

900,000

슬로베니아

126,836

4,113

n.a.

130,949

스페인

1,539,680

392,624

46,875

1,979,179

스웨덴

162,814

n.a.

n.a.

162,814

영국

1,464,906

94,045

16,289

1,575,240

EU

14,611,284

1,435,990

186,204

16,233,478

자료: ACEA(2013),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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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는 완성차 중심으로 생산했는데, 제조 부문에서는 체코가
폴란드나 슬로바키아 등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유통 및 수리
부문에서는 폴란드가 2위인 체코보다 두 배 정도 많은 수익을
올리는 등 다른 중 ․ 동구 국가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 즉 폴란
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유통 및 수리 부문을 중심으로 강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3 참고).

표 3-3. 중․동구 지역 자동차 및 관련부품 기업의 수익 현황(2010년)
(단위: 백만 유로)

국가명

제조 부문

유통 및 수리 부문

폴란드

24,519.8

26,894.7

체코

27,794.8

13,553.1

슬로바키아

13,373.2

4,133.5

헝가리

13,683.1

8,223.0

루마니아

7,767.7

7,468.0

불가리아

401.2

2,304.3

슬로베니아

2,891.1

3,703.3

리투아니아

110.0

1,746.0

76.4

1,095.2

266.5

1,337.4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자료: Emerging Markets Insight(2013a),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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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산업정책

가. 산업단지

산업단지(Industrial and Technology Park)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경제발전을 위해 조성하였고 특정 분야의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연
구시설이 집적되어 있다.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은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폴란드
전역에 67개가 있으며, 폴란드 내국인 투자자 및 해외투자자 모두
이용할 수 있다(그림 3-4 참고).13) 산업단지 중 일부는 특별경제구역
13) 폴란드 투자청(PAIZ), http://www.paiz.gov.pl/investment_support/industrial_and_
technology_parks(201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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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Z)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크라코프 기술단지(Krakow Technology
Park)가 대표적이다.

그림 3-4. 폴란드의 지역별 산업단지 분포 현황

pomorskie
(3 parks)

warmińsko-mazurskie

zachodniopomorskie

(2 parks)

(6 parks)

podlaskie

kujawsko-pomorskie

(3 parks)

(7 parks)

mazowieckie

lubuskie wielkopolskie
(1 parks)

(1 parks)

(6 parks)

łódzkie

lubelskie

(1 parks)

dolnośląskie

(4 parks)

(4 parks)

opolskie

świetokrzyskie
(1 parks)

(2 parks)

śląskie
(15 parks)

podkarpackie
(3 parks)
małopolskie
(5 parks)

자료: 폴란드 투자청(PAIZ), http://www.paiz.gov.pl/investment_support/industrial_and_
technology_parks/(201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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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기업의 설립 및 발전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이전은 물론 기술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제공하기도 한다.14) 비즈니스를 위해 유리하도록 일
반적인 투자보조금 혜택과 함께 부동산세를 감면해 주고 에너
지, 난방, 용수 등 유틸리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혜택을 제공하
기도 하며, 산업단지 내 도로 등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위해 운
영당국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1995년 폴란드 최초의 산업단
지가 포즈난에 설립되었는데 폴란드 산업단지 전반의 발전을 관
리하는 폴란드 비즈니스혁신센터협회(Polish Business and Innovation
Centres Association)의 본부가 위치한다.

나. 폴란드 특별경제구역

폴란드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은 외국인직
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1995년에 시작하여 폴란드 전역에
14곳의 SEZ를 운영하고 있다.15) 현재 총 1만 6,143.47헥타르 규

14) 폴란드 투자청(PAIZ), http://www.paiz.gov.pl/investment_support/industrial_and_
technology_parks(2013. 9. 23).
15) KPMG(2012),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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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 이르는 SEZ를 2020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장기 프로
젝트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2026년까지 연장하였다.16)
SEZ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금면제 등의 형태로 투자비용 중 최
고 5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역별 지원내역에 차이가 있
다. 수도인 바르샤바는 30%까지, 그단스크, 브로츠와프, 포즈난,
카토비체, 슈체친 지역에는 40%, 그 외 지역은 50%까지 적격
투자비용에 대한 세금면제를 해 준다(그림 3-5 참고). 투자비용
에 대한 세금면제 대신 2년 동안 신규고용 노동비용의 50%까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조세면제를 받을 수도 있으나, 신규 일
자리는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지방정부로부터
부동산세 면제, 직업훈련보조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기
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17)
투자기업이 SEZ에 입주하려면 SEZ 관리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당국은 입찰이나 협상으로 허가증을 발급한다. 입주허
가를 받기 위해서는 ① SEZ 당국과 접촉 및 입주 신청, ② 신청
에 대한 심사, ③ 추가 서류 준비, ④ 투자가 수용에 대한 최종
결정(입찰), ⑤ SEZ 내 사업 활동 허가서 발급의 다섯 단계를 거
치며 약 3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투자 규모가 상당하면 폴란
16) Warsaw Business Group(2013), p. 74.
17)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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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정부와 협상해 현재 지정한 SEZ 입주형식이 아닌 투자자가
원하는 곳을 SEZ로 지정할 수도 있다.18)

그림 3-5. 폴란드 경제특별구역(SEZ)별 국가보조금 지원 기준

GDANSK
OLSZTYN
SZCZECIN

BYDGOSZCZ

GORZÓW
WIELKOPOLSKI

BIAŁYSTOK

TORUN

POZNAN
ZIELONA
GÓRA

WARSZAWA
ŁÓDŹ
LUBLIN

WROCŁAW
OPOLE

KIELCE
KATOWICE
KRAKÓW

RZESZÓW

30%의 국가보조금 수혜지역
40%의 국가보조금 수혜지역
50%의 국가보조금 수혜지역

자료: Lodz Special Economic Zone(2012), p. 9.

SEZ에 위치한 자동차산업은 대부분 세금면제의 형태로 지원하
며 소득세와 재산세 면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SEZ 지역 총 투
자규모 중 25% 이상이 자동차산업에 투자하였으며(그림 3-6 참
고), 자동차산업은 14곳 SEZ 중 카토비체(Katowice) SEZ, 카미엔나
구라(Kamienna Góra) SEZ, 코스트신-스우비체(Kostrzyn-Słubice) SEZ,
18)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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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그니차(Legnicca) SEZ, 미엘레츠(Mielec) SEZ, 스웁스크(Słupsk)
SEZ, 바우브즈흐(Wałbrzych) SEZ의 7개 지역에 밀집해 있다.19)

그림 3-6. SEZ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자동차와 고무 및 플라스틱 부품산업 비중

50
40

(%)
42.0

36.0

35.7
31.6

30

28.5

26.2

25.3

25.0

25.6

20
10

9.0

10.0

10.3

10.1

2004

2005

2006

2007

10.2

9.6

9.7

10.0

10.1

2008

2009

2010

2011

2012

0

자동차 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 부품

자료: PZPM(2013), p. 140.

19) PZPM(2013),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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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산업구조

폴란드 시장에서 차량을 차종에 따라 분류하면 승용차가 포함
된 일반 자가용이 74.9% 수준(1,787만 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트럭 11.9%(284만 대), 오토바이 4.4%
(106만 대) 순으로 나타난다(그림 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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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폴란드 자동차의 차종에 따른 분류(2011년)
버스, 0.4%
트랙터, 1.0%

오토바이, 4.4%
기타
7.3%

자동차

트럭
11.9%

트럭
자동차
74.9%

트랙터
버스
오토바이
기타

자료: PZPM(2013), p. 19.

폴란드 자동차산업협회(PZPM)에 따르면, 2011년 폴란드 시장
에서는 휘발유 및 LPG 차량이 약 76% 수준으로 디젤 차량보다
널리 보급되어 있다(그림 3-8 참고). 최근 LPG 차량의 보급이 증
가했으나, 실제 휘발유 차량의 보급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폴
란드에서는 배기량 1,999㎤ 이하의 중소형 차량을 선호하는 것으
로 보인다. 가장 널리 보급된 차종은 1,400㎤ 이상 1,999㎤ 이하
의 중소형으로 49%인 880만 대로 나타났으며 1,399㎤ 이하의 소
형 승용차종까지 합하면 92.9%인 약 1,787만 대로 나타났다(그림
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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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연료 종류에 따른

그림 3-9. 승용차 배기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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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분류(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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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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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ZPM(2013),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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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ZPM(2013), p. 21.

폴란드의 중고 승용차 수입은 2012년 기준 65만 7,000대 규모
에 이르는바, 자동차 생산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닌다(그림
3-10 참고). 수입한 중고 승용차의 91.9%가 4년 이상 된 차량으
로, 10년 이상 된 차량만 무려 46.3%에 이른다(그림 3-11 참고).
수입한 중고 승용차의 높은 비중은 폴란드의 자동차 수리 및 부
품산업 발달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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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그림 3-10. 폴란드의 중고 승용차

그림 3-11. 수입한 중고 승용차의

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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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ZPM(2013), p. 37.

10년 이상

4년 이상-10년 미만

4년 미만

자료: PZPM(2013), p. 38.

나. 생산 ․ 판매 동향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폴란드의 자동차 생산은 매년 증가하
여 2008년에는 약 99만 대까지 증가했으나, 2012년에는 63만
5,800대에 그쳤다(그림 3-12 참고).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차량은
내수보다는 유럽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서유럽 지역의 자
동차 수요 감소가 폴란드의 생산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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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폴란드 자동차 생산량
(연도)

(단위: 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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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utomotive Market Research Institute SAMAR, www.samar.pl.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자료(2013. 8. 5).

특히 승용차 생산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2010년 전년대
비 4.1% 감소한 이후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어 2012년에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약 55만 대 생산하였고, 2013년에는 20% 감소
한 약 44만 대 생산에 그쳤다(그림 3-13 참고). 한편 상용차는
2010~12년 사이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29.5%, 20.7%,
11.6%로 축소되었으며, 2013년에는 상용차의 생산도 3.9% 감소
하였다.
가계소비의 위축과 정부의 긴축정책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판
매 역시 감소세를 보인다. 승용차와 상용차 시장이 모두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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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되어 2012년에는 승용차 27만 4,000대, 상용차 5만 6,000대
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그림 3-14 참고).

그림 3-13. 폴란드 자동차 생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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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폴란드 자동차 판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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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2년 추정치, 2013년 예상치 자료임. 주: 2012년 추정치, 2013년 예상치 자료임.
자료: BMI(2013a), p. 13.
자료: BMI(2013a), p. 12.

다. 수출입 동향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약 90%가 주변 EU 국가에 수
출되는데, 자동차산업은 폴란드의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0)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무역 동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하향세임
을 알 수 있다(그림 3-15 참고). 2012년에는 860억 즈워티 규모의
자동차산업 관련 수출을 했으나, 이는 전년대비 1.8%포인트 하락
한 규모이다. 이 중 승용차 수출이 223억 즈워티, 부품 및 액세서리
20) BMI(2013a),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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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371억 즈워티, 자동차 엔진 수출이 104억 즈워티로 나타
났다. 수입 또한 감소세로 전년대비 1.5%포인트가 하락한 547억
즈워티 규모를 기록했다. 이 중 승용차 수입 규모가 162억 즈워
티, 부품 및 액세서리 수입 규모가 221억 즈워티였다.

그림 3-15. 폴란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해외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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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PMG(2013), p. 12.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관련 무역에서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의 수출입이 2012년 기준 각각 89억 유로 수출, 53억
유로 수입으로 나타났다(표 3-4 참고). 이는 자동차 관련 전체 수
출의 43.4%, 전체 수입의 40.5% 수준으로 승용차 자체의 수출입
보다 더 큰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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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폴란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별 수출입의 세부내역 현황
(단위: 십억 유로)

2008

2009

수출 수입 수출

2010

수입 수출 수입

2011

2012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승용차
6.7 5.4 7.0 3.7 6.6 4.2 6.8 3.8 5.3 3.9
버스
0.8 0.1 0.8 0.1 0.8 0.1 0.8 0.1 0.7 0.1
상용트럭 및
2.1 3.3 1.2 1.3 1.5 2.0 2.0 2.6 2.3 2.5
트랙터
엔진 및 프레임
2.7 1.1 2.0 0.8 2.4 0.9 2.9 0.9 2.5 0.7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타이어,
7.3 5.1 6.2 3.9 7.8 5.0 8.7 5.7 8.9 5.3
유리, 배터리 포함)
차체, 트레일러
1.0 0.8 0.4 0.2 0.5 0.4 0.7 0.5 0.8 0.5
이륜차
0.0 0.1 0.0 0.1 0.0 0.1 0.0 0.1 0.0 0.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0.7 15.9 17.7 10.2 19.6 12.5 21.9 13.8 20.5 13.1
전체 합계
자료: PZPM(2013), pp. 165-166.

라. 고용

자동차 제조 및 관련 산업의 고용효과는 약 76만 명에 이른다.
자동차 수출 및 서비스 부문(24만 4,000명)에 가장 많이 종사하며,
자동차 제조 부문(17만 명)과 자동차 제조업 중에서도 기업관련 상
품 및 서비스 제공 부문(14만 4,000명)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16
참고). 이들에게 제공하는 총임금은 340억 즈워티 규모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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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동차산업 외 자동차 금융, 자동차 연료 제조 및 판
매, 도로 인프라, 도로 수송 등 관련 산업의 고용이 60만 명에
이르는 등 자동차산업의 파급효과는 폴란드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22)

그림 3-16. 폴란드 자동차 산업의 고용(2012년)
자동차 제조

52.2
103.7

170.3

자동차 제조 - 지역 및 하위 공급자의 對기업
상품 및 서비스(공급자 효과)
자동차 제조 - 지역 및 하위 공급자의 對고용인
상품 및 서비스(소득 효과)

합계
761.7
(단위: 천 명)

자동차 수출 및 서비스
143.7

243.6
48.2

자동차 수출 및 서비스 - 지역 및 하위 공급자의
對기업 상품 및 서비스(공급자 효과)
자동차 수출 및 서비스 - 지역 및 하위 공급자의
對고용인 상품 및 서비스(소득 효과)

자료: KPMG(2013), p. 9.

폴란드 통계청(GUS)에 따르면, 자동차업계가 2013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데 폴란드 자동차 제조업계
에서도 2013년 고용을 확대할 전망이다.23) 폴란드 자동차 생산
21) KPMG(2013), p. 10.
22) KPMG(2013), p. 11.
23)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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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직원 수가 지난 2009년에 최저(13만 6,000명)를 기록한 이
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2013년에 자동차 제조사의 3분의 2는
15~20%까지 고용 확대를 계획 중이어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4)

24) HR기업인 ManpowerGroup의 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자동차 부문 기업의 67%는
올해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며, 조사 대상 기업 중 9%만이 고용을 축소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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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기업 진출 현황

가. 외국 기업 진출 현황

폴란드에는 DZT라는 자체 완성차 브랜드가 있다. 하지만 2009
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데다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아 주로 피아
트(Fiat), 폭스바겐(Volkswagen), 오펠(Opel) 등 외국 완성차 기업의
OEM 생산이 더 활발하다. 특히 피아트의 생산은 전체 생산량 중
약 50%에 이른다(그림 3-17, 3-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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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폴란드 내 주요 완성차 기업들의 생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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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ZPM(2013), p. 25.

그림 3-18. 폴란드 주요 자동차 OEM 공장 분포 지도

Slupsk

Poznan
Warsaw

Wroclaw

Starachowice

Gliwice

Niepolomice

Tychy

승용차 및 상업용차

버스

화물차

자료: PAIZ(2011),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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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관련 외국 기업은 폴란드 전역에 퍼져 있으나, 그
중에서도 주로 실롱스키에(Slaskie)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브로츠와프나 포즈난, 바르샤바 지역에도 분포도가 높다(그림
3-19 참고). 실롱스키에 지역은 피아트, 오펠 등의 완성차 공장은
물론 Isuzu Motor Polska나 Fiat GM Powertrain의 엔진공장, T1
Poland와 같은 엔진부품공장, TRW나 Magnetti Marelli, Tedrive와
같은 부품업체 등 다수의 부품 생산업체가 집중되어 있기도 하다.25)
그림 3-19. 폴란드 자동차 관련

그림 3-20. 폴란드 자동차 부문

외국 기업 밀집도 현황

주요 외국 투자자

Gdansk
Szczecin

Slupsk

Warsaw

Poznan

기업수(개)

Pozana

>100
Wroclaw

ŁÓDZ

Warsaw
Lublin

60-99
20-59

Wroclaw

<20

Cracow

자료: PAIZ(2011), p. 6.

25) PAIZ(2011), pp.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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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폴란드 투자청 홈페이지, KOTRA 바르
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나. 한국 기업 진출 현황

한국은 1990년대 중반 대우자동차가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2008
년에는 체코 현대자동차, 슬로바키아 기아자동차 공장을 지원하
기 위해 폴란드 남부 지방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폴란드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EU 국가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제조비용이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과 유럽 시장 진출에 유
리한 지리적 입지 등의 요인 때문이다.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기
업은 완성차 판매부터 자동차 부품제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
품군에 걸쳐 활발하게 활동하며,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은 대부분
EU 역내 수출용이다.

표 3-5. 폴란드 자동차 부문 주요 진출 기업 리스트
기업명
기아자동차 폴란드

업종
유통

취급분야
자동차 판매

진출형태

진출시기

판매법인

1997

니프코 코리아 폴란드

제조업 자동차 내장부품

생산법인

2010

대우IS 폴란드

제조업 자동차 오디오

생산법인

2008

두올산업(주) 폴란드법인

제조업 자동차 시트

생산법인

2008

D&D 스프링 폴란드

제조업 자동차용 서스펜션

생산법인

1997

만도 폴란드

제조업 자동차 부품(제동, 조향)

생산법인

2011

삼일테크

제조업

판매법인

2006

모터드라이버, 기어 및
스페어 파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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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기업명

업종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자동차용
Lock set, 내장스위치)

진출형태

진출시기

생산법인

2007

신창전기

제조업

쌍고방세큐리트

제조업 자동차용 창유리

생산법인

1998

S&T 모티브

제조업 자동차 부품

생산법인

2007

운화실업 폴란드 법인

제조업

생산법인

1997

유신정밀

제조업 자동차부품(브레이크 등)

생산법인

2008

코리아 휴엘텍 폴란드

제조업 자동차 부품(의장품)

생산법인

2008

포스코 폴란드 브로츠와프
프로세싱 센터

제조업 자동차 부품

생산법인

2006

지점

2011

판매법인

2000

한국타이어 바르샤바
현대자동차 폴란드법인

유통

자동차부품
(안전벨트, 스프링 등)

자동차 부품(타이어)

제조업 완성차·자동차 부품

자료: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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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성장잠재력

유럽 수출에 의존적인 폴란드 자동차산업은 유럽 경제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위험요소가 남아 있으나 외국인직접투자
를 적극 유치하는 등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정부 차원에서 자
동차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기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특별경제
구역(SEZ)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등 각종 산업단지 및 SEZ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산업 발전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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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폴란드 자동차 산업의 SWOT 분석

강점

약점
기회

위협

․ 피아트와 폭스바겐 완성차 공장이 지속적인 생산 활동 진행
․ 수출지향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가 외화 획득에 기여
․
․
․
․
․
․

대규모 생산이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유인
EU 경제의 침체로 인해 2017년까지 생산 둔화 가능성
생산된 완성차의 90% 이상이 수출되는바, 취약해진 유럽시장에 대해 의존적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GM과 같은 업계 주요 기업들이 폴란드를 유럽 영업기지로 간주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등 주변국들 또한 자동차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바, 공급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요에 대한 우려
․ 유로존의 실질성장 부진에 대한 위험 우려
․ 글로벌한 경기 하강으로 인한 불확실성 지속 우려

자료: BMI(2013a), p. 8.

나. 전망

BMI(2013a)에 따르면, 폴란드 자동차산업이 유럽과 긴밀히 연계
되어 있어 2017년까지 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
다(표 3-7 참고). 완성차 외에도 폴란드가 경쟁력을 띠는 자동차 부
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도 회복세를 형성할 것이다. KPMG(2013)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제품은 2008년(수출 727억 즈워티, 수입 560억
즈워티) 이후에도 수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5년에는 수출 953억
즈워티, 수입 564억 즈워티 규모로 확대되어 수출입 모두 2008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26)
26) KPMG(2013),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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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폴란드 자동차 판매 및 생산 전망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차량 판매(대) 366,575 338,764 329,878 326,118 335,193 350,661 354,970 360,307
차량 생산(대) 869,395 842,026 661,773 547,698 534,379 543,094 557,470 570,719
주: 2012년은 추정치, 2013년 이후는 예상치임.
자료: BMI(2013a),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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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프라 산업
1. 산업개황
2.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4. 외국 기업 진출 현황
5.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1
산업개황

폴란드는 중 ․ 동구의 대표적인 국가임에도 인프라 발달이 상
대적으로 미약하다. 최근 들어 폴란드의 인프라 개발이 촉진되
는 원인은 폴란드의 경제성장과 무역확대, 인프라 부족 및 낙후,
EU 기금 등 재원 확보를 들 수 있다.27) 폴란드는 글로벌 금융위
기에도 플러스 경제성장을 이룩하자 소비자의 기대치가 높아지
고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한편 폴란드의 무역활동이
확대되면서 철도, 항만, 항공 등에 대한 국제 수요도 증가했다.
이에 비해 인프라 수준은 서유럽이나 일부 아시아 국가에 못 미
친다. 예를 들어 도로나 철도 등의 기존 인프라도 거의 낙후되

27) Deloitte(2012),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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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EU 기금 등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재
원을 확보하면서 폴란드는 인프라 산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인프라 산업의 범위가 방대하므로 이 절에서는 폴란드의 인프
라 산업 중에서도 에너지와 환경, 정보통신(ICT), 수송 부문으로
구분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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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

가. ‘폴란드 투자’ 프로그램

2020년까지 계획한 폴란드 정부의 중기적 국가발전전략에 따
르면 인프라 개발을 위해 4,000억~5,000억 즈워티가 소요될 것
으로 예상한다(그림 4-1 참고).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긴축재정, 시중은행의 장기대출 기피 등
으로 인프라 투자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28)

28)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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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2020년까지의 인프라 부문별 투자 계획
단위: 십억 즈위티
최소 투자 예상액

최대 투자 예상액

교통 인프라

160
150

에너지
공공시설 인프라

120

천연자원 채굴

29%
28%
23%
6%

30

화학 및 석유화학

20

4%

중공업

20

4%

가스

15

3%

통신 인프라

15

3%
합계 : 4,000~5,000억 즈워티

100%

자료: MSP(2013), p. 3.

이에 2012년 10월 도날드 투스크 총리가 장기적인 인프라 투
자를 위한 ‘폴란드 투자(Polish Investment)’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2012년 12월에 폴란드 개발투자원(PIR: Polskie Inwestycje Rozwojowe
S.A., Polish Investment for Development)을 설립했다.29) 폴란드 투
자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타당한 프로젝트를 공공부채가 증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적인 민간자본투자를 활성화하여 인프
라를 개발하는 것이다.30)
29) BGK, www.bgk.pl/polish-investments-programme-en(201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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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폴란드 국영은행인 국가경제은행(BGK: Bank
Gospodarstwa Krajowego, Bank of National Economy)과 신설된 PIR
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 파이낸싱을 지
원할 계획이다. 대상 프로젝트에는 ‘전력(공급 및 발전) 및 가스
(수송 네트워크, 개발 및 저장) 인프라, 탄화수소 디포지트(셰일
가스 포함) 개발, 교통 인프라, 시정 인프라(폐기물 처리, 대중교
통), 산업 및 통신 인프라’ 부문을 포함한다.31) BGK는 주로 대
출과 담보의 형태로 최대 20억 즈워티까지 지원하는 반면, PIR
은 주로 자기자본투자(Equity Investment), 메자닌(Mezzanine)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5,000만~2억 5,000만 즈워티를 지원하며, 경우
에 따라 7억 5,000만 즈워티까지도 지원한다(표 4-1 참고).
수익성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만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EU
기금과는 차이가 있으며, 장기금융지원이라는 점에서 일반 은행
이나 투자펀드와는 차별적이다. 민간투자기업(외국자본기업도 포
함), 민관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과 같은 공공기관 혹
은 지방정부 등 입찰에는 제한이 없다.32)

30) MSP(2013), p. 2.
31) Ibid.
32) MSP(2013),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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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BGK와 PIR 지원 프로그램 비교
구분

BGK

PIR

대상

국가전략산업

국가전략산업

펀딩형태

대출, 채권담보, 담보

주식참여, 메자닌

규모

20억 즈워티 미만

5,000만~7억 5,000만 즈워티

총 투자대비
지분

프로젝트에 따라 상이

~50% 미만

기대 수익

시장평균 내부수익률 이상

자기자본수익률(Equity IRR)

참여기간

프로젝트의 금융모델에 따라 결정

최고=건설단계+부채비용
(가급적 빨리 투자금 회수)

담당자

Piotr Kuszewski
Managing Director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Division, BGK
(inwestycje@bgk.com.pl)

Mr. Michał Markowski
Chief Economist,
Ministry of Treasury
(inwestor@msp.gov.pl)

자료: MSP(2013), p. 15.;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자료.

‘폴란드 투자’ 프로그램의 파이낸싱 절차는 크게 ① 투자과정
(Investment Process) ② 투자 모니터링(Investment Monitoring) ③투
자금 회수 결정(Exit Decision)의 세 단계로 진행한다.33) 우선 첫 단
계인 투자과정에서는 PIR에 제출한 투자기업 혹은 기관의 제안서
를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가 예비 심사해 감사회(Supervisory
Board)의 실사로 결정된다. 감사회는 네 명의 정부 인사(재정부 1명,
중앙은행 1명, 국고부 2명) 외에도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
해 금융, 기업경영 전문가 다섯 명의 외부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33)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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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진 후 투자위원회에서 모니터링
및 감독을 실시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투자위원회의 투자금 회수
권고 후 감사회의 승인으로 투자금 회수를 결정한다.

나. ‘디지털 폴란드 2014~2020’ 프로그램

2012년 7월 폴란드는 디지털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디지털 폴란드 2014~2020’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
은 인터넷 인프라 확충, e-행정시스템 구축, 인터넷 소외계층 지
원 분야를 3대 역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 사업에 EU 펀
드 중 19억 7,000만 유로 규모의 EU 기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향후 폴란드의 정보화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34)
첫째, 폴란드 정부는 광대역 네트워크와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지방도시 등
에 초당 30MB 이상의 인터넷 인프라망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광대역 인터넷망 확대에 대한 초
기투자는 정보통신 기업이 인프라의 건설, 업그레이드, 보수를
실시할 것이다.
34) 2013년 7월 23일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이 실시한 폴란드 지역개발부(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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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폴란드 정부는 e-행정 및 ‘열린 정부’를 추구하는바, e-health,
e-courts, e-public procurement, e-culture를 포함한 전자공공조달
입찰 등 전자정부를 구현한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
적으로 공공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등에서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2014년경 프로젝트 계획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또한 사회보장 관련 등록정보, 세금정보 등과 관련한
정보보안 문제에 대한 IT 안정화 및 보안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할 예정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IT 전문가를 집중 교육하는 프로그
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E-library, Digital School Projects 등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할 것
으로 보인다.
셋째, 인터넷 소외계층(e-exclusion)의 참여 확대 차원에서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터넷 소외계층인 50대 이상이 인터넷
활용에 뒤처지지 않도록 참여시킨다. 특히 지방 도시에 인터넷
을 보급하여 실업자나 장애인 등도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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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0년 교통개발전략

폴란드 정부는 수송 부문과 관련하여 1995년 ‘교통정책-시장경
제의 요구 및 유럽 협력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시스템으
로서의 교통 개선 프로그램(Transport policy - a programme to transform
transport into a system adapted to the requirements of market economy
and new conditions of co-operation in Europe)’과 2001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2001~2015 국가 교통 정책(National Transport Policy
2001-2015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untry)’을 채택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2006~2025 국가 교통 정책(National Transport
Policy for 2006-2025)’을 채택했다.35)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유럽
경제가 침체하자 폴란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현대식
인프라와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폴란드 정부
는 2013년 1월에 ‘2020년 교통개발전략(Transport Development Strategy
by 2020)’을 도입했다.36)
2020년 교통개발전략은 2020년까지 진행 예정인 중기적 국가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교통개발전략을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2030
년까지 장기적 국가발전전략을 달성하고자 한다. 교통개발전략은
35) Ministry of Infrastructure(2005), p. 4.
36) Ministry of Transport, Construction and Maritime Economy(2013),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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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이고 일관된 교통 인프라 네트워크의 창조, 교통 시스템의
조직 및 관리 향상, 교통 이용자 및 화물의 안전성 제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축소, 인프라 관련 재무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모형 창조라는 다섯 가지 세부목표를 중심으로 계획되었다(그림
4-2 참고). 상기 각 세부 목표에 대해 도로, 철도/항공/해양 및 내륙수
고 있으며, 효과적인 수송 시스템을 확충하여 폴란드의 경제, 교
육, 과학 및 문화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7)

그림 4-2. 교통개발전략의 목표 구조
주요 목표 : 국가(지역적), 유럽 및 글로벌한 차원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교통시스템을 창조하여 영토 내 접근성을 높이고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향상시키며 교통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시킴.

전략 목표1 : 통합된 승객교통시스템의 창조

전략 목표2 : 교통 시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수송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상태의 창조

하위단계/분야

세부 목표

물류

도시 교통

해양 및 내륙 수로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축소

항공 교통

보안 및 안정성

철도 교통

교통시스템의 조직 및 관리 향상

도로 교통

현대적이고 일관된 교통인프라 네트워크의 창조

인프라 관련 재무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모형 창조

자료: Ministry of Transport, Construction and Maritime Economy(2013), p. 7.

37) Ibid,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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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에너지 ․ 환경 부문

2012년 기준 폴란드 내 전력 생산은 159.9TWh, 소비는 157TWh
를 기록했으며, 폴란드의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56%)과 석유(25%),
가스(13%), 바이오매스(6%) 순으로 구성된다.38)39) 폴란드 에너지
시장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무연탄(약 56%)과
갈탄(약 33%)이 석탄의 대부분을 구성하며, 석탄이 전체 전력생산
중 88%를 차지한다(그림 4-3 참고).

38) PAIZ(2013a), p. 1.
39) URE(2013),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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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폴란드의 전력원별 전력생산 현황(2012년)
전력 생산원
가스 3%
석유 2%

석탄

풍력 및 지열 2%

가스

수력 2%
석탄 88%

바이오매스 3%

석유
풍력 및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

자료: PAIZ(2013a), p. 2.

비록 폴란드 에너지 생산이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EU지
침에 따라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이 전체의
12%에 이르러야 한다. 폴란드에서는 2012년 기준 총 4.4GW 규모
의 전력이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원
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40)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58%를
차지하는 풍력발전은 2009년부터 폴란드 신재생에너지를 대표하
게 되었으며, 폴란드 서북부를 중심으로 2012년까지 663개의 설
비를 운영, 총 2,341MW의 전력을 생산했다(그림 4-4 참고).41) 이
외에도 바이오매스 발전소 24개, 수력발전소 765개, 바이오가스
발전소 193개를 운영 중이며 태양광발전소도 8개가 있다.42)
40) Bednarz(2013), p. 3.
41) PAIZ(2013a),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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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폴란드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원별 전력생산 현황(2013년)

바이오매스
22%

수력 16%

신재생에너지 구조
풍력

바이오가스 4%
태양광 0.03%
풍력 58%

바이오매스
수력
바이오가스
태양광

자료: Bednarz(2013), p. 3.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의 71%가 30년이 넘은 시설이며, 40년
이 넘은 발전소의 비중도 23%에 이른다(표 4-2 참고). 노후화한
설비는 생산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재 EU의 환경기준에도 부합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수의 발전소가 가동 중단 및 교체될 것으
로 보인다(그림 4-5, 표 4-3 참고). 2013년 이후 폴란드 전력수요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발전소 확충이 반드시 이루어져
야 하는 상황이다(표 4-4 참고). 이에 기존 발전소 시설의 현대화
혹은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이 총 300억 유로이며 이
중 약 20억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투자 프로젝트도 전체 규모의 6% 정도를 차지한다.43)
42) PAIZ(2013a), p. 3.
43)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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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폴란드 주요 발전소

자료: EMI,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자료.

표 4-2. 폴란드 내 가동 중인 발전소의 연식별 비중
발전소 연식

폴란드 내 가동 중인 발전소 비중(%)

10년 미만

10

11~20년

6

21~30년

13

31~40년

48

40년 초과

23

자료: 2013년 10월 2일 ERBUD의 Jerzy Kunura 면담 시 입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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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시기별 폴란드 발전소 폐쇄 계획 및 발전량
2013-2020

2021-2030

2031-2040

MW

MW

Adamów B1-B5

600

Jaworzno III B1-B6 1350

2041-2045
MW

Bełchatów B3-B7

MW

1870

Bełchatów B8-B12

1850

Bełchatów B1, B2

740

Kozienice B4-B6

675 Dolna Odra B5-B8

908

Opole B3, B4

763

Dolna Odra B1, B2

454

Łagisza B9-B12

905

Kozienice B10-B8

1570

Turów B5, B6

522

Kozienice B1-B3

660

Ostrolęka B1, B3

447

Opole B1, B2

769

Lagisza B10

460

Łagisza B5, B6, B7

360

Połaniec B1, B2

450

Pątnów 1 B1-B4

880

Siersza B1, B2

306

Łaziska B1, B2

250

Rybnik B1-B4

900

Połaniec B3-B7

1125

Ostrołeka B2

200

Rybnik B5-B8

875

Pątnow 1 B5, B6

400

Turów B1-B4

966

Siersza B3, B5, B6

371

Skawina B3-B6

440

Stalowa Wola B7, B8 250
Żerań B1-B4

244

자료: 2013년 10월 2일 ERBUD의 Jerzy Kunura 면담 시 입수 자료.

표 4-4. 폴란드 전력소비 규모 및 전망
2011
순소비(TWh)
연간 소비증가 비중(%)

2012

2013

2014

2015

2016

137.40 136.58 138.49 140.14 142.72 145.15
1.90

-0.60

1.40

1.19

1.84

1.70

주: 2012년은 추정치, 2013년 이후는 예상치임.
자료: BMI(2013e), p. 29.

송배전은 폴란드 경제부 산하의 PSE S.A.가 독점적인 송배전망
을 운영한다. 각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PSE사의 송배전망을
통해 지역별 전력공급업체를 거쳐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한다(그
림 4-6 참고). PSE사는 1만 3,445km에 이르는 245개의 망과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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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초고전압 변전소, 폴란드-스웨덴 간의 254km 길이의 450kV
해저직류연결을 운영한다(그림 4-7 참고).44)

그림 4-6. 폴란드의 지역별 전력공급업체 현황

주: 각 영역의 Ⅰ은 가정용 외 전력상품 가입자 수, Ⅱ는 가정용 전력상품 가입자 수.
자료: URE(2013), p. 30.

44) PSE S.A, http://www.pse.pl/index.php?dzid=49&did=123(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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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폴란드의 송배전망 지도

자료: PSE S.A., http://www.pse.pl/index.php?dzid=59&did=142(2013. 9. 26).

에너지 및 설비 관련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프라의
약 40% 수준으로 2013년 이후 에너지와 환경 인프라 모두 증가
세를 보여 2016년에는 264억 즈워티 수준으로 규모가 확대될 것
이다(표 4-5 참고). 특히 수처리 인프라의 가치가 2012년 6.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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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을 보인 후 2014년부터 5%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
으로 예상한다(표 4-6 참고).

표 4-5. 폴란드 에너지․환경 인프라 산업의 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 즈워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에너지 및 설비 인프라

22.4

22.0

21.7

23.2

24.8

26.4

발전소 및 송배전망 인프라

18.6

18.3

18.1

19.2

20.5

21.8

석유 및 가스관 인프라

1.1

1.0

1.0

1.1

1.1

1.2

수처리 인프라

2.7

2.7

2.7

2.9

3.1

3.3

주: 2012년은 추정치, 2013년 이후는 예상치임. 2012년 평균 환율은 1달러당 3.26즈워
티, 1유로당 4.19즈워티임.
자료: BMI(2013d), p. 35.

표 4-6. 폴란드 에너지․환경 인프라 산업의 실질성장률 전망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에너지 및 설비 인프라

-1.8

4.8

-3.7

3.9

3.8

3.7

발전소 및 송배전망 인프라

-1.8

4.8

-3.6

3.8

3.7

3.6

석유 및 가스관 인프라

15.4

0.9

-4.6

3.2

3.1

2.9

수처리 인프라

-7.6

6.8

-3.8

5.2

5.1

4.8

주: 2012년은 추정치, 2013년 이후는 예상치임.
자료: BMI(2013d), p. 35.

수처리 인프라 외에도 폐기물처리 인프라에 대한 요구도 확
대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대부분의 폐기물(78.2%)이 매립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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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재활용은 14.1%, 소각은 6.7%에 불과했다(그림 4-8 참고).
폴란드에서 매년 발생하는 폐기물 규모는 1인당 약 320kg 정도
로 2010년에는 약 1,200만 톤의 폐기물이 배출되었다.45) 폴란드
정부는 2020년까지 폐기물의 50%를 재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
고 있어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매립하는 대신 소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
요하다.46)

그림 4-8. 폴란드의 폐기물 처리 방법(2009년)

생물학적처리
1.0%

매립
매립 78.2%

재활용
14.1%

생물학적 처리
재활용
소각

소각 6.7%

자료: Deloitte(2011), p. 35.

45) Fischer(2013), p. 6.
46) Fischer(2013), p. 19; 2013년 10월 2일 ERBUD의 Jerzy Kunura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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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CT 부문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인프라는 정보통신이 원활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매체를 지칭한다. 여기에서는 유선
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통신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폴란드 ICT 인프라 산업 부문에서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2012년
기준 약 857만 명으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이
는 무선통신의 보급 증가와 관계가 있다. 2010년 4,716만 명을
기록한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2012년까지 약 5,390만 명 수준으
로 급증했으나, 2013년 이후에는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어 증가
세가 둔화할 것이다. 무선통신의 보급은 이미 2012년에 140.7%
를 달성했다(표 4-7 참고).47)
폴란드 유선통신시장은 TPSA, Netia, Multimedia Polska를 비롯
하여 케이블 운영사인 UPC Poland 등이 있으나, TPSA가 독보적
인 선두를 유지한다.48) 그러나 유선전화에 대한 수요 감소를 만
회하기 위해 광대역통신망이나 IPTV 등의 번들링 상품 등이 등
장하였다.

47) BMI(2013f), p. 31.
48) BMI(2013f),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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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폴란드 ICT 인프라 산업의 규모 및 전망
(단위: 천 명)

2010
유선전화
가입자 수

9,316

2011
8,876

2012
8,567

2013
8,374

2014
8,194

2015
8,039

2016
7,908

2017
7,801

휴대전화
가입자 수

47,160 49,935 53,894 54,783 55,386 55,829 56,108 56,248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8,304 10,064 11,163 12,164 12,925 13,558 14,039 14,348

주: 2012년은 추정치, 2013년 이후는 예상치임.
자료: BMI(2013c), p. 21; BMI(2013f), p. 16, p. 20.

한편, 폴란드의 무선통신시장은 가입자 수가 약 1,600만 명에
이르는 T-Mobile이 선두를 차지하고, Orange와 Polkomtel이 그
뒤를 잇는 형태이며, 이 외에도 P4, Mobyland, CenterNet, Aero2
등이 있다(표 4-8 참고). 비록 주요 세 사업자 간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기는 하나 유로존 위기와 함께 가입
자의 사용량이 줄어 세 사업자 모두 가입자 1인당 평균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49) 2011년 이후에는 Polkomtel을 중
심으로 LTE 서비스를 보급하면서 폴란드 무선통신시장에도 변
화가 일고 있다.50)

49) BMI(2013f), p. 37.
50) BMI(2013f), pp. 40-41.

Ⅳ. 인프라 산업 ｜93

표 4-8. 폴란드 무선통신시장 현황(2013년 6월)
사업자

가입자 수(천 명)

시장점유율(%)

T-Mobile

15,969

29.4

Orange

14,947

27.5

Polkomtel

13,863

25.5

P4

9,150

16.8

430

0.8

기타
자료: BMI(2013f), p. 35.

유선광대역 통신에서는 업계 선두인 TPSA, UPC, Netia가 2013년
3월 기준 각각 32.3%, 12.3%, 12.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
다.51) 광대역 인터넷 통신에서 점차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보급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도태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다. 교통 부문

교통 인프라 산업의 전반적인 규모는 2011년 기준 421억 즈워
티로 도로 ․ 교량 인프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폴란드 정
부에서 평가한 교통인프라의 접근성 정도는 2010년 기준 평균
0.3281 수준으로 평가한다(그림 4-9 참고). 폴란드 정부는 2절에서
51) BMI(2013f),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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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2020년 교통개발전략에 따라 교통 인프라의 접근성 정도
를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15.7%를 끌어올릴 계획이다.52)
BMI(2013d)에 따르면 2013년 이후부터 도로 ․ 교량 인프라, 철도
인프라, 공항 인프라, 항만 ․ 수로 인프라 모든 부문에 걸쳐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한다(표 4-9 참고).
그림 4-9. 폴란드 교통 인프라 전반을 반영한 접근성 지도(2010년)

자료: Ministry of Transport, Construction and Maritime Economy(2013), p. 28.

52) Ministry of Transport, Construction and Maritime Economy(2013),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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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폴란드 교통 인프라 산업의 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 즈워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교통 인프라 산업 규모

42.1

40.3

39.7

41.9

44.6

47.8

도로 ․ 교량 인프라

36.6

35.4

35.0

36.7

38.9

41.6

철도 인프라

3.5

3.1

3.0

3.3

3.5

3.8

공항 인프라

0.4

0.4

0.4

0.4

0.5

0.6

항만 ․ 수로 인프라

1.7

1.4

1.4

1.5

1.7

1.8

주: 2012년은 추정치, 2013년 이후는 예상치임.
자료: BMI(2013d), pp. 17-18.

교통 인프라별로 취급하는 화물 규모를 비교할 때 도로 인프
라는 2011년 기준으로 84%, 철도 인프라는 15.8%, 공항 인프라
는 0%, 수로 인프라는 0.2%이다. 도로 화물수송은 2011년 기준
약 13억 톤의 화물을 운송했고, 이 중 88%는 폴란드에서의 수송
이 목적이다(표 4-10 참조).53) 인프라별로 화물수송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으나 취급 규모는 유럽경제 위축의 여파로 2013년까
지 감소세를 보인 후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53) Emerging Markets Insight(2012),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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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폴란드 교통 인프라별 취급되는 화물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도로 인프라 1,276.7 1,322.2 1,336.4 1,339.9 1,374.9 1,413.4 1,451.6 1,495.1
철도 인프라

216.8

248.6

230.9

221.3

226.1

234.8

242.9

251.3

공항 인프라

0.061

0.068

0.071

0.072

0.076

0.083

0.089

0.095

수로 인프라

2.82

3.14

2.57

2.50

2.57

2.64

2.72

2.80

주: 2012년은 추정치, 2013년 이후는 예상치임.
자료: BMI(2013b), pp. 19, 22-24.

도로 인프라는 총연장 42만 3,000km로 일반도로가 27만 4,000
km, 고속도로가 857km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고속도로를
2,000km로, 도시고속화도로는 2,800km로 확충할 계획이다(표
4-11, 그림 4-10 참고).

표 4-11. 폴란드 도로 인프라 총연장
2010

2020

2030

고속도로(km)

857

2,000

2,000

도시고속화도로(km)

675

2,800

5,300

자료: Ministry of Transport, Construction and Maritime Economy(2013), p. 77;
Emerging Markets Insight(2012), p. 22.

Ⅳ. 인프라 산업 ｜97

그림 4-10. 폴란드의 도로 인프라 개발 계획

자료: PAIZ(2013b), p. 28.

2,500개의 기차역을 포함한 폴란드의 철도 인프라는 PKP(Polskie
Koleje Państwowe) S.A.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선로 관리 및 보수,
운행 중인 열차 관리, 열차 시간표 관리 등은 자회사격인 PKP
Polskie Linie Kolejowe S.A에서 담당한다. PKP S.A.의 전신은 1926
년에 설립된 국영기업이었으나 2001년에 민영화하였다.54) 현재
철도 총연장은 약 2만km에 이르며, 2010년에는 철도 선로 투자에
26억 즈워티, 2011년에는 36억 즈워티를 소요하였고 2014~20년

54) PKP S.A., http://pkpsa.pl/en/pkpsa/about-pkp-sa.html(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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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진행될 프로젝트에 총 300억 즈워티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표 4-12, 그림 4-11 참고).55)

표 4-12. 폴란드 철도 인프라 총연장
(단위: km)

2009

2010

2011

철도 총연장

20,360

20,228

20,228

표준 궤간(합계)

20,171

20,089

20,113

- 전화(電化)

11,956

11,916

11,880

8,739

8,736

8,726

189

139

115

- 이중 혹은 그 이상의 선로
협궤
자료: Intellinews(2012), p. 13.

55) Intellinews(2012),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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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폴란드의 철도 인프라 개발 계획

철도
~2006년
2007~2013년
2014~2020년
신규 건설
2020년~

자료: PAIZ(2013b), p. 29.

폴란드는 현재 세 개의 국제공항을 포함 총 13개의 공항을 운
영하며, 추가로 두 개의 공항을 건설 중이다(그림 4-12 참고). 폴
란드 공항 인프라의 가치는 2011년 80억 즈워티로 지속적인 성
장세를 보이는바, 2015년에는 109억 8,000만 즈워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56) 2011년 기준 폴란드의 모든 공항에서 약 8
만 7,000톤의 화물을 취급했고, 총 2,170만 명의 승객이 공항을
이용했다(그림 4-13, 그림 4-14 참고). 화물이나 승객 모두 바르
56) Emerging Markets Insight(2012),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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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바 쇼팽 공항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공항에서 취급하는 화물
및 공항 이용 승객 모두 2012~15년 사이에 10% 이상 늘어날
것이다.57)

그림 4-12. 폴란드의 공항 인프라 개발 계획
GDYNIA

GDAŇSK
SZCZECIN

국제 항공편

BYDGOSZCZ

유럽 항공편

MODLIN

POZNAŇ

국내 항공편

WARSZAWA

ZIEL
ŁÓDŻ

공사중인 항공편

WROCŁAW
LUBLIN
KATOWICE

KIELCE
KRAKÓW

RZESZOW

자료: PAIZ(2013b), p. 30.

57) BMI(2013b), p. 24; Emerging Markets Insight(2012),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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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폴란드 주요 공항의

그림 4-14. 폴란드 주요 공항의

수화물 취급 현황

승객 현황

(단위 : kg)

989,414

1,324,483
1,890,253

4,016,932

2009

(단위 : 명)

1,235,942

2,140,497

2009

4,160,987

2,301,161
2,658,841

7,589,710

8,278,747

50,143,359

18,926,259

71,002,064
878,299

1,383,656

2,395,729

1,598,533
2,208,819

4,487,051

2010

2010

4,464,947

2,366,410
2,839,124

11,894,202

8,666,552

55,649,197

20,466,876

81,383,327
983,864

1,425,865

2,720,589

1,606,222

4,943,757

2011

2,449,702

2011

4,165,906
11,594,708

2,500,984
2,994,359

60,624,708

9,322,485
86,901,983

21,711,135

Wrocław-Strachowice

Poznań-Ławica

Gdańsk im. L. Wałęsy

Poznań-Ławica

Wrocław-Strachowice

Gdańsk im. L. Wałęsy

Kraków-Balice

Katowice-Pyrzowice

Warszawa

Katowice-Pyrzowice

Kraków-Balice

Warszawa

합계

합계

자료: Emerging Markets Insight(2012), p. 42. 자료: Emerging Markets Insight(2012), p. 43.

내륙 수로는 총연장 약 4,000km로 현재 도로나 철도 인프라와
운송 화물량을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폴란드 물류운송에
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0년 이후 내륙수로를 통한 화물운송
및 승객 규모의 증감이 반복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폴란드가 보유한 항만 중 특히 해운항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해운항은 그단스크(Gdańsk) 항과 그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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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Gdynia) 항이 있다(그림 4-15 참고). 그단스크 항은 북부 해안
에 위치한 폴란드 최대 부동항으로 총 내륙면적 652헥타르, 총
바다면적 412.56헥타르의 규모이며, 내항이 1,150만 톤, 외항이
4,850만 톤의 화물을 수용한다.58) 그단스크 항은 그디니아 항의
약 두 배에 이르는 물동량을 처리하는데, 그디니아 항은 그단스
크 항의 보조항의 역할을 하며, 두 항구 모두 2013년 이후 증가
세를 보일 전망이다(표 4-13 참고).

그림 4-15. 폴란드 내륙 수로 및 항만

국제적 중요성이 있는 하항
기타 하항
대도시 지역

자료: Ministry of Transport, Construction and Maritime Economy(2013), p. 15.

58) Port of Gdansk, http://www.portgdansk.pl/about-port/port-parameters(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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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폴란드 주요 항만의 물동량 규모 및 전망
(단위: 천 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그단스크 항

27,180

25,305 26,898 35,506 39,376 43,038 46,653 50,292

그디니아 항

14,735

15,911 15,809 16,094 16,506 16,974 17,516 18,248

주: 2013년 이후는 예상치임.
자료: BMI(2013b), p. 25.

글상자 4-1. 폴란드 항만 정보

폴란드의 3대 무역항에는 그단스크 항, 그디니아 항, 슈체친 항이 있으며
한국과 폴란드 간 항해일수는 약 7주(40~45일)가 소요된다.

1) 그단스크 항

그단스크 항은 폴란드의 가장 큰 국제항으로 발틱 해에 인접해 있다. 내항에는
컨테이너터미널과 페리터미널 등이 있으며, 발틱 해와 맞닿은 외항은 30만 DWT급
화물선을 수용한다. 2011년 기준 전체 물동량은 2,500만 톤에 달한다.

표 4-14. 그단스크 항 물동량
(단위: 천 톤)

구분

2010년

곡물

2011년

2012년 1~11월

781

815

902

일반 화물(목재포함)

6,132

7,300

8,035

기타 벌크

2,686

5,011

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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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3,180

1,789

액체 연료

14,401

10,387

1,693
9,474

합계

27,182

25,305

24,190

자료: Port of Gdansk, www.portgdansk.pl(2013. 8. 6).

• 위치: ul. Zamknieta 18, 80-955 Gdansk, Poland
• 연락처:
- Tel: (+48-58)343-9300 / Fax: (+48-58)343-9485
- http://www.portgdansk.pl
- 대외협력 담당자 E-mail: info@portgdansk.pl

2) 그디니아 항
그디니아 항은 일반 화물과 컨테이너 운송이 주를 이루며, 부두 길이 17.7.km,
전체면적은 755헥타르에 달한다.

표 4-15. 그디니아 항 물동량
(단위: 백만 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13.2

14.7

15.9

자료: Port Gdynia, www.port.gdynia.pl(2013. 8. 6).

• 위치: ul. Rotterdamska 9, 81-337 Gdynia, Poland
• 연락처:
- Tel: (+48-58)627-4036 / Fax: (48-58)627-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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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port.gdynia.pl
- E-mail: marketing@port.gdynia.pl

3) 슈체친 항
슈체친 항은 최대 길이 215m, 드래프트 9.15m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일반 화물과 벌크 화물을 주로 취급한다. 컨테이너, 철강, 종이, 석탄, 코크스,
곡물 등이 주요 취급 품목이다.

• 위치: ul. Bytomska 7, 70-603 Szczecin, Poland
• 연락처:
- Tel: (48-91)430-8470

Fax: (48-91)462-4507

- http://port.szczecin.pl
- E-mail : info@port.szczecin.pl
자료: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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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기업 진출 현황

가. 에너지 부문

에너지 부문에서 활동 중인 기업 중 10% 이상의 해외지분을
보유한 기업 수도 450개 이상으로 나타났다.59) 에너지 부문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는 독일이나 스웨덴 기업이 다수이나 프랑스
기업이 현지법인 설립이나 조인트벤처 등의 형태로 가장 두드러
지게 진출해 있다.
바르샤바, 브로츠와프, 크라코프, 리브니크, 그단스크, 토룬 등
폴란드 각지에 진출해 있는 EDF는 프랑스의 Electricite de France

59) PAIZ(2013a),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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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e(EDF)가 모기업으로 ‘폴란드 전력생산 중 10%, 지
역난방의 15%’ 공급에 기여했고, GDF SUEZ는 프랑스의 SUEZ
Energy International Electrabel사가 폴라니에크 지역에 진출하여
대규모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Dalkia는 프랑스의 Dalkia
International이 바르샤바 지역에 진출하여 난방과 전력을 공급한
다.60) 이 외에도 독일의 RWE Plus AG가 바르샤바, 벵진, 동브
로바 구르니차에 진출하였으며 핀란드의 Fortum Power and Heat
OY가 브로츠와프, 비톰, 자브제에, 독일 기업 E.ON이 코샬린,
스카르지스코카미엔나, 바르샤바 지역에 진출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 ICT 부문

ICT 부문에서는 외국 자본이 참여한 기업이 다수이며, 시장에서
도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TPSA와 Orange Poland는 프랑스, Netia
와 Telefonia Dialog는 영국과 이탈리아, PTC는 독일, P4는 룩셈부
르크와 키프러스, UPC Poland and Aster는 미국, Multimedia Polska
는 키프러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표 4-16 참고).61)
60) PAIZ(2013a), pp. 6-7; 폴란드투자청(PAIZ), http://www.paiz.gov.pl/publications/
foreign_investors_in_ poland(201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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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외국 자본이 참여한 ICT 부문 주요 기업 현황
기업명

소유지분 형태

Telekomunikacja France Télécom(49.79%), 기타
Polska(TPSA)
지분(50.21%)

Netia

Third Avenue Management(24.08%),
ING OFE(12.33%), SISU
Capital(10.03%), Pioneer Pekao
Investment Management(9.99%),
기타(43.58%)
TPSA(100%)

활동 시장
유선전화, 데이터,
인터넷, 모바일(Orange
Poland를 통해)
유선전화, 데이터,
인터넷, 모바일(P4와
공동운영)

Orange Poland
모바일
Polska Telefonia
T-Mobile Deutschland(100%)
모바일
Cyfrowa(PTC)
Novator(49.7%), Tollerton
P4
모바일
Investments(50.2%)
UPC Poland
케이블TV, 인터넷,
Liberty Global Inc(100%)
and Aster
유선전화
Multimedia
Emerging Ventures Limited(55.9%), 기타 케이블TV, 인터넷,
Polska
개인주주(44.1%)
유선전화
유선전화, 데이터,
인터넷,
Telefonia Dialog Netia(100%)
모바일(Polkomtel과
공동운영)
자료: BMI(2013f), p. 25 일부 발췌.

61) 폴란드투자청(PAIZ), http://www.paiz.gov.pl/publications/foreign_investors_in_
poland(201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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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통 부문

교통 부문의 인프라를 건설할 때 GDDKiA나 PP Porty Lotnicze
와 같은 폴란드 공기업이 진행하기도 하나 외국계 다국적 기업
이 종종 참여한다. 외국 기업은 서유럽과 미국 기업이 다수이며,
단독으로 참여하기도 하나 폴란드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수주하기도 한다(표 4-17 참고).

표 4-17. 외국 자본이 참여한 교통 부문 프로젝트 현황
교통
부문
공항

철도

프로젝트명
카토비체 국제공항
확장
바르샤바 지하철
2호선

금액
(백만 달러)

규모

기업명

184

N/A

ILF Consulting
Engineers Polska sp.z
o.o

1,000

6km

2009
~2013

500km Halcrow

도로 포즈난 순환도로

223

14km Skanska

2단계

Autostrada
2,270

106km Wielkopolska, Strabag,
Kulczyk Holding

A1 고속도로
도로 연결(Strykow-Pyr
zowice 구간)

2,720

180km Cintra

자료: BMI(2013d), pp. 29-34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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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PBIDM

N/A

A2 고속도로,

2007

Astaldi, Gulermak,

철도 E65 철로 연장

도로

기간

상태

공사중

계약체결

2009

타당성조사

~2012

진행중

2009

2009년 8월

~2012

공사개시

2009

2011년

~2012

12월 완료

2010
~2012

공사중

5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성장잠재력

폴란드 인프라 산업은 이미 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바,
외국 기업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강점이 있다. 또
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인프
라 산업의 위축 정도는 크지 않다. 물론 전력생산 에너지원 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사
실은 EU 및 글로벌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약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인프라가 대도시 및 인
근 지역에 집중해 있어 도시와 떨어진 지역에는 ICT나 교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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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등 인프라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폴란드 인프라
산업이 지닌 과제이다. 대외적으로는 폴란드 경제가 EU 경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바, 모든 분야에서 EU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EU 전반의 재정건전화 추세에 맞추어 정부
가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폴란드 인프라 산업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설상가상으로 ICT 인프라 산업은 경쟁이 심
화되고 있고 광대역통신 등의 시장도 곧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폴란드가 지닌 기회는 약점이나 위협요인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우선 2014~20년까지 폴란드가 EU 기금의 최대수혜
자가 될 예정이므로, 이 중 상당 부분이 인프라 산업에 투자될
예정이다.62) 에너지 인프라는 대부분이 노후하여 폐쇄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는 새롭거나 개선된 인프라를 갖춤으로써 에너지
인프라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시사한다. 또한 전체 인
프라에서 교통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교통 인프라를
개발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높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하여 평
가할 때 폴란드 인프라 산업이 지닌 잠재력은 주목할 만하다.

62) 2013년 10월 2일, 폴란드 조달청 Dariusz Piasta 부청장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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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폴란드 인프라 산업의 SWOT 분석

강점

․ 외국 기업들의 폴란드 인프라 시장에의 자유로운 접근 가능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뛰어난 회복력 과시
․ 폴란드 정부의 인프라 산업 개발 의지

약점

․ 화력발전 중심으로 구성된 에너지 부문
․ 폴란드 지역 내 불균형적인 인프라 보급

기회

․ 폴란드의 EU의 구조기금 및 결속기금 활용 가능
․ 에너지 인프라의 노후로 인한 에너지 인프라의 개선 및 신설 요구 확대
․ 교통 인프라 부문의 성장 지속 및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예상

위협

․ EU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EU경기가 폴란드 국내에도 영향(긴축기조)
․ ICT 시장의 경쟁 심화 및 시장 포화상태의 빠른 도달

자료: BMI(2013d), p. 8; BMI(2013e), p. 10; BMI(2013f), pp. 11~12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전망

폴란드의 인프라 산업은 아직 재건의 시작 단계이다. 폴란드
정부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장기적인 개
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중기적으로는 EU 기금
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를 유입하여 부족하거나 노후한 인
프라를 확충한다. 폴란드 인프라 산업의 규모가 2016년까지 742
억 즈워티 규모로 확대되어 2011년 수준의 15% 이상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되었다(표 4-19 참고). 특히 절대적으로 노후한 에너지
인프라와 폴란드의 경제발전 수준에 맞추어 반드시 확장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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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통인프라와 관련하여 EU 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등 재정
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있는
바, 한국 기업의 참여기회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표 4-19. 폴란드 인프라 산업 전망
2011

2012

인프라 산업 규모(십억 즈워티)

64.5

인프라 산업의 성장률(%)

14.9
4.2

인프라 산업의 GDP 대비 비중(%)

주: 2012년은 추정치, 2013년 이후는 예상치임.
자료: BMI(2013d),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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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2015

2016

62.3

61.5

65.1

69.4

74.2

3.3

-3.7

3.2

3.6

3.9

3.8

3.6

3.6

3.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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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 폴란드 무역 ․ 투자 현황

가. 무역

2012년 우리나라의 폴란드에 대한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3%
감소한 36억 7,8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같은 기간 42.2%
증가한 5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폴란드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주요 배경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폴란드 내 한국
투자기업의 생산 부자재 수입 감소이다. 반면, 수입 증가는 국내에
서 인기를 끌고 있는 돼지고기 등 가축 육류의 증가에 기인한다.
무역수지는 31억 4,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체 교역국
중 흑자 규모 15위, 유럽 국가 중 슬로바키아에 이어 2위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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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폴란드는 우리의 대표적인 흑자 대상국이다. 2010년까지 증
가세를 기록하였던 무역수지흑자 규모는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
로 저성장하여 폴란드에 대한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2011년부터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
표 5-1. 우리나라의 대폴란드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증감률) 35.0(34.3) 41.1(17.3) 41.4(0.7) 43.8(5.6) 41(-6.4) 36.8(-10.3)
수입(증감률)
무역수지

3.0(11.2)
32.0

3.0(2.0) 2.3(-26.5) 2.7(17.1) 3.7(37.5)
38.1

39.1

41.1

37.3

5.4(42.2)
31.4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www.kita.net(2013. 9. 27).

우리의 주요 수출품은 평판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전기 ․ 전자제
품과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 등이 주종이다. 최근 폴란드 경제의
저성장세로 평판디스플레이 및 전자부품, 조명기기, 무선통신기
기 등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 등
은 어느 정도 선전하고 있다. 반면 폴란드 시장 진출 초기 주요
수출품이었다가 수출이 본격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해
진 철강 및 섬유 부문의 수출이 최근 다시 증가하였다. 주요 수
입품은 우리 기업의 폴란드 투자진출 등 양국간 산업협력의 결
과로 산업 내 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동차, 전자 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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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과 각종 기계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가축 육류의 수입이
늘어났다.

표 5-2. 2012년 대폴란드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 출

금액

증가율

1

평판디스플레이

1,534

-16.0

2

칼라TV

242

10.1

3

광학기기부품

184

-16.0

4

승용차

146

3.5

5

아연도강판

116

수 입

금액

증가율

원동기

157

249.3

가축육류

48

13.0

자동차부품

22

-4.8

주철

18

53.6

23.8

운반하역기계

18

-9.6

17

-45.1
802.5

6

자동차부품

96

6.2

기타타일 및
도자기제품

7

합성수지

96

37.3

직접회로반도체

16

8

기타 조명기기

92

-28.0

선박용 부품

11

15.2

9

무선통신기기부품

76

-20.4

기타산업기계

11

129.5

10

변환 및 안정기

평판디스플레이

10

240.3

총계

535

42.2

총계

67

17.4

3,677

-10.3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www.kita.net(2013. 9. 27).

나. 투자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폴란드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누적
규모는 13억 달러로 EU에 대한 투자 중 5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
라 EU에 대한 투자는 영국(92억 달러), 네덜란드(75억 달러),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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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억 달러), 아일랜드(16억 달러), 폴란드(13억 달러) 순이다. 1990
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우리기업의 폴란드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생산설비 투자로 자동차, 가전 분야가 주를 이루었다. 현재 폴란드
에 대한 전체 투자 중 90% 이상이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표 5-3. 한국의 대폴란드 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199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신규법인

73

17

16

12

1

9

5

4

137

투자금액

758

227

119

93

29

29

51

22

1,32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2013. 9. 26).

우리 기업의 폴란드 투자진출은 1990년대 중반 대우그룹의 가
전 및 자동차 부문 투자를 계기로 본격화했으며, 당시 동반 진
출한 대우의 협력업체 중 상당수가 아직도 폴란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대우그룹 해체로 주춤했던 폴란드 투
자는 2004년 EU 가입 시점을 전후로 LG전자가 유럽시장을 겨냥
한 생산 거점을 폴란드에 구축하면서 다시 활성화하였다. 최근에
는 LG전자의 추가 투자 및 부품기업 동반 진출과 함께 현대 ․ 기
아차 유럽 생산기지에 근접한 폴란드 남부 지역에 자동차 부품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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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우리 기업의 폴란드 진출 추이
1990년대 중반
대우그룹의 가전 및
자동차 분야 대규모
생산 투자 및 관련
부품기업 동반 진출

2004년 전후
LG전자, LG디스플레이
⇒ 대규모 생산 투자 및
가전 부품기업 동반
진출

2008년 이후
현대 ․ 기아차의 유럽
⇒ 생산설비 운영에 따른
자동차 부품기업
폴란드 남부 진출

자료: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자료.

표 5-4. 주요 대폴란드 투자 기업 리스트
기업명

업종

제품

투자시기

LS엠트론

자동차

산업기계

2012년

한일이화

자동차

자동차 부품

2012년

만도

자동차

자동차 부품

2011년

니프코 코리아

자동차

자동차 부품

2011년

신창전기

자동차

자동차 부품

2008년

LG디스플레이

전자

LCD 패널

2005년

LG전자(브로츠와프)

전자

LCD TV, 냉장고

2005년

휴맥스

전자

디지털 셋톱박스

2004년

SK유로켐

화학

PET 원료

2002년

삼성전자 폴란드

전자

냉장고, 세탁기

2010년

LG전자(무와바)

전자

컬러TV, 디지털TV

1999년

운화실업

자동차

안전벨트

1997년

자료: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자료.

한편, 폴란드 정부조달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2012년 11월 포
스코건설이 크라쿠프 소각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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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현재 폐기물 중 95%를 매립 처리하는데, EU 폐기물 감축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소각로 건설 프로젝트를 2014년에 집중
발주할 예정이므로 추가적인 사업수주가 기대된다. 또한 폴란드
는 최근 낙후 지역 동부 네 개주 및 바르샤바에 위치한 마조비
에스키주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인데, KT-대우인
터내셔널 컨소시엄이 최근 잇달아 관련 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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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폴란드 시장 진출환경 평가

폴란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도출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맞이하는 폴란드 시장 진출환경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폴란드 시장 진출환경을 외부
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작성,63) 폴란드 시장에
이미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요인의 중요성과 대응 정도
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64) 또한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경
영학적 기법의 SWOT Matrix를 응용, 다음 절에서 향후 폴란드
63)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 주요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의 선정은 불가피하게 필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나, 각각의 요인에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앞에 나열한 요인들이 객관성
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였다.
64) 강유덕 외(2011), pp. 211-220에서 필자가 EU 시장 전반에 대해 유사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Ⅴ. 한․ 폴란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123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적 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
기서 사용하는 기법65)은 주로 경영학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
의 전략을 도출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분석 대상 및
기간을 크게 확대하여 적용하였다.66) 따라서 폴란드 시장 진출
을 추진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기업이며, 이를 지원하는 정부
도 주체인 기업과 동일한 목표를 지향한다.
폴란드 시장 진출 환경 관련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수는
56명으로 어떤 형태이든 폴란드에 진출한 모든 우리 기업의 현
지 주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를 현지 배포에서 회
수까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에서 전담하여 56개의 설문지
를 회수했는데, 이는 폴란드에 진출한 거의 모든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에 가까운 성과였다. 따라서 설문에 응
답한 기업의 구성도 전체 폴란드 진출기업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절반 정도는 현지 진출 생산법인이며, 나머지는 판매법
인, 서비스법인, 지사, 대표사무소, 연구소 등이다. 진출기업 규
모 면에서도 대기업부터 중견기업과 소규모 무역상에 이르기까
65) Mohammad Taleai, Ali Mansourian, Ali Sharifi(2009), “Surveying general prospects and
challenges of GIS implemen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SWOT–AHP approach, pp. 291-310.”
66) 전략에는 이미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가까운 사전적인 의미를 내포하나, 여기서는 중장기 폴
란드 시장 진출전략 도출을 위한 환경 분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의 전략 도출 시보다
는 중장기적인 환경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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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다양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진출부문, 진출형태, 진출규모 등
을 모두 포괄하는 폴란드 시장에 진출해 있는 거의 모집단에 가
까운 기업인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가. 외부환경 분석

외부환경은 중장기적으로 폴란드 시장 진출을 추진할 때 주체
인 한국 기업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환경을 말한다. 즉 외부환경
분석은 이러한 통제권 밖에 존재하는 요인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한국 기업이 향후 폴란드 시장에 진출할 때 직면할 기회와 위협
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기회(Opportunity)는 주체인
한국 기업에 일정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협
(Threat)은 피하거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요소를 의미한다.67)
전략 또는 전략적 관리란 기본적으로 한국이라는 주체가 외부
기회의 이점을 활용하고 외부 위협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환경을 기회와 위
협으로 구분하여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은 한국 기업이 폴란드 시

67) 임의의 외부환경 요인은 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주체의 특성이나 구성, 그 요인이 발생
하는 원인이나 상황 또는 시기 등에 따라서 기회 또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
부환경 요인의 종류와 범주는 사실상 무수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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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68) 이러
한 외부환경 평가의 기법에는 외부요인평가 행렬(External Factor
Evaluation Matrix, EFE Marix)을 주로 이용한다.69)
설문조사 결과 필자가 제시한 외부요인에 대해 다양한 비중과
대응 정도의 평가는 [표 5-5]와 같다. 폴란드 시장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요인은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 거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44개 응답에서 핵심 외부요인으로 지적한
상기 요인은 평균비중이 19%에 근접하는 가장 비중 있는 외부요
인이며, 평균점수 3.20으로 우리 기업이 가장 잘 활용하는 기회요
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다음 ‘EU 내 신흥시장 폴란드의 풍부한 시
68) 외부환경요인에 대한 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의 특성이나 상황, 목적 등에 따라서 적
절히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다.
69) EFE Matrix는 외부환경과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요약하고 평가하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인
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를 거쳐 작성할 수 있다. 첫째, 외부환경 파악 과정을
거쳐 핵심적인 외부환경요인을 나열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기회요인을 먼저 나열하고 위협
요인을 뒤에 배치한다. 둘째, 각 요인을 중요도에 따라 0.0(전혀 중요하지 않음)에서 1.0(매
우 중요함) 사이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가중치는 각 요인이 주체인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폴란드 시장 진출에 미치는 상대적인 중요도를 의미하며 각 요인의 가중치의 합은 1이 되어
야 한다. 셋째, 각 중요 외부요인에 대하여 한국 기업이라는 주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있느냐에 따라 1에서 4 사이의 점수를 부여한다. 이때, 4는 대응이 매우 훌륭한 경우이
고 3은 평균 이상 대응하는 경우, 2는 평균 정도 대응하는 경우, 1은 대응이 미흡한 경우를
의미한다. 넷째, 각 요인에 대한 평가 점수와 가중치를 곱한다. 다섯째, 각 요인에 대한 점수
를 모든 요인에 대하여 합하여 한국 기업이라는 주체에 대한 총 가중점수를 구한다. EFE
Matrix에서 가장 높은 총 가중점수는 4점이고 가장 낮은 점수는 1점이며 평균은 2.5이다. 4
점은 그 주체가 현존하는 모든 기회와 위협에 대하여 매우 뛰어나게 대응하고 있음, 즉 기회
는 최대한 활용하고 위협의 효과는 최소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1점은 그 반대이다. 만약 총
가중점수가 2.5를 넘는다면 외부환경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이 평균 이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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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장잠재력’, ‘성장, 물가, 환율 등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제도, 시스템 등 양호한 비즈니스(수출, 투자 등) 환경’,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의 접근성 양호’ 등이 평균 비중 5% 이상
의 주요 기회요인으로 지적했으며, 이들 요인에 대한 기업의 대응
은 대체로 평균 이상으로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기회
요인을 평균비중이 5%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기타 기회요인으로
저임 양질의 인력70)과 현지 생산기지 구축 등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36개의 응답에서 지적한 ‘유로존 재정
위기 심화에 따른 EU 전반의 경기침체’로 평균비중이 13.53%에
달했으며,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은 1.89%로
평균 이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16개의 응답에 따
라 ‘EU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진국 ․ 개도국 기업과의 경쟁심
화’가 평균 비중 5.43%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지적했으며, 우
리 기업의 이에 대한 대응은 1.94로 평균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밖의 다른 위험요인은 모두 평균비중이
5%를 하회하였으며, 기타 위험요인으로는 ‘근로자 위주의 노동
법 및 사회보장제도’를 지적했다.
70) 폴란드 노동력에 대한 좋은 평가는 총 여섯 개 응답에서 기타 기회요인으로 제시되었는데,
하나의 핵심 기회요인으로 설문했다면 보다 많은 응답에서 비중 있는 기회요인으로 평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폴란드 시장에 대한 환경 평가에서는 핵심 기회
요인 중 하나로 상기 요인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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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폴란드 시장 진출 핵심 외부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핵심 외부요인

1)

2)

평균비중 평균점수

빈도 수

(1)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 거점

18.97

3.20

44

(2) 제도, 시스템 등 양호한 비즈니스(수출, 투자 등) 환경

6.98

3.05

21

(3)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의 접근성 양호

5.78

2.89

18

(4) 전력, 교통, 물류 등 EU 전반의 산업 인프라 발달

3.19

2.58

12

(5) 성장, 물가, 환율 등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9.22

2.88

25

(6) EU의 높은 기술력으로 첨단기술 습득 가능성

0.52

2.25

4

(7) EU 내 신흥시장 폴란드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

17.24

2.93

44

(8) 막대한 규모의 정부조달시장

0.86

3.00

3

(9) 결속기금, 지역발전기금 등 각종 EU기금 활용
가능성

1.55

2.33

6

(10) 기타 기회요인: ① 저임 양질의 인력, ② 현지
생산기지 구축

2.67

2.71

7

(11) EU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진국 ․ 개도국 기업
과의 경쟁심화

5.43

1.94

16

(12) 성숙기에 접어든 EU 시장의 제한적 성장성

4.83

1.80

15

(13) 장거리 수송 ․ 인프라 미비 등에 따른 과도한
물류비용

3.02

1.91

11

(14) 회원국별 상이한 시스템, 다양한 비관세장벽

1.03

2.20

5

(15) 까다로운 환경조건 등 EU의 각종 기술 장벽

2.24

1.75

8

(16) 높은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생산비의 가파른 증가세

1.03

2.00

6

(17)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EU 전반의 경기침체

13.53

1.89

36

(18) EU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0.26

2.00

2

(19) 서유럽 대비 신규회원국 폴란드의 시스템 불안정성

1.55

1.71

7

(20) 기타 위험요인: 근로자 위주의 노동법 및 사회
보장제도

0.09

2.00

1

주: 1) (해당 요인의 총 비중의 합/전체 요인의 총 비중의 합)*100.
2) 해당 요인의 총 점수의 합/해당 요인의 빈도수.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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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평균 비중이 5%가 되지 않는 요인을 버리면 각각 다
섯 개의 기회요인과 두 개의 위험요인으로 핵심 외부요인이 구
성된다. 그리고 이들로 가중치를 다시 측정하여 핵심 외부요인
을 평가하면 [표 5-6]과 같다. 즉 EU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요인
을 평가한 결과, 가중점수 합계가 2.75로 우리 기업이 외부요인
에 대해 평균 2.5보다 상당 부분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5-6. 폴란드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요인 평가
핵심 외부 요인

가중치 평가점수 가중 점수

기회(Opportunities)
1.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 거점
2. EU 내 신흥시장 폴란드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

0.25
0.22

3.20
2.93

0.79
0.66

3. 성장, 물가, 환율 등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4. 제도, 시스템 등 양호한 비즈니스(수출, 투자 등) 환경
5.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의 접근성 양호

0.12
0.09
0.07

2.88
3.05
2.89

0.34
0.28
0.22

1.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EU 전반의 경기침체

0.18

1.89

0.33

2. EU 시장에서의 선진국·개도국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

0.07

1.94

0.14

합계

1.00

위협(Threats)

2.75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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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환경 분석

내부환경은 한국 기업이라는 주체가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폴란드 시장 진출과 같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거나 비전 실현,
전략적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과 관련
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71) 모든 내부환경 요인은 궁극적으로 강
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강점과 약점
을 파악해 두면 내부환경을 개선해 목적달성이나 비전을 실현
할 때 기여한다. 내부환경 분석의 기법은 주로 내부요인평가 행
렬(Internal Factor Evaluation Matrix, IFE Matrix)을 이용한다.72)

71) 이러한 내부환경에는 주체의 개인적인 능력, 조직의 구성, 문화, 부존자원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원, 성장성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그 주체가 통제할 수 있는
활동 또는 요인들이다.
72) IFE Matrix는 한국 기업이라는 주체 또는 조직의 모든 기능적 하위 부문에서 주요 강점과
약점을 요약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며 EFE Matrix와 유사하게 다섯 단계를
거쳐 작성할 수 있다. EFE Matrix 작성과 다른 점은 평가점수를 부여할 때 EFE Matrix는
외부요인에 대한 대응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IFE Matrix는 각 요인에 대하여 조직의
실제 경쟁력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우선, 중요한 내부 요인을 강점과 약점으로 구
분하여 나열하고 각 요인의 중요도에 따라 0.0(전혀 중요하지 않음)에서 1.0(매우 중요함)
사이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다음 각 요인의 내부적인 대응 및 능력에 따라 1(중요한 약
점)에서 4(중요한 강점) 사이의 평가점수를 부여한 후 각 요인에 대하여 가중치와 평가점수
를 곱하고 합하여 최종적인 총 가중점수를 구한다. EFE Matrix와 마찬가지로 최고 점수는
4점이고 최저 점수는 1점, 평균점수는 2.5점이다. 어떤 주체(조직)에 대한 IFE Matrix 총
가중점수가 2.5보다 상당히 크다면 내부적인 능력에 상당한 강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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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폴란드 시장 진출 핵심 내부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핵심 내부요인

평균비중 평균점수 빈도수

(1)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6.47

2.81

21

15.43

3.03

37

(3) 폴란드에 전수가능한 단기간 산업화 경험

0.09

2.00

1

(4)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및 조선 등의 비교우위

2.16

2.83

6

(5) 수출 주도적 산업구조

3.79

2.73

11

(6)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15.78

3.08

37

(7)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17.41

3.18

39

(8) 기타강점: 인적자원 경쟁력

0.26

4.00

1

(9) 경쟁대상 다국적기업 대비 자본력 부족

1.72

2.00

6

(10) 원천기술 부족으로 핵심기술의 해외의존

2.67

2.00

9

(11)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12.41

2.06

32

(12) 유럽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부족

3.62

1.83

12

(13) EU 신규회원국인 폴란드에 대한 정보부족

9.48

1.96

25

(14) 환경부문의 경쟁력 및 인식부족

0.86

1.67

3

(15) 한국 기업문화와 폴란드 기업문화의 불일치

7.84

1.96

23

-

-

0

(2)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16) 기타약점: 없음
자료: 필자 작성.

폴란드 시장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강점요인은 ‘기업의 적극
적인 시장개척 의지’로 나타났다. 총 39개 응답에서 핵심 내부요
인으로 지적한 상기 요인은 평균비중이 17.4%로 가장 비중 있
는 내부요인이며, 평균점수도 3.18로 가장 큰 강점73)으로 평가
73) 기타 강점으로 지적한 인적자원 경쟁력이 4.00으로 평균점수가 가장 높으나, 응답 수가 한
개에 불과하여 통계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평균점수 3.18을 가장 큰 강점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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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다음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이 15.8%의
평균비중을 차지했으며, 평균점수도 3.08로 두 번째로 큰 강점으
로 평가했다. 이 밖의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주요 수출품의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등이 평균
비중 5% 이상을 차지했다. 기타 강점요인으로는 ‘인적자원 경쟁
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가장 중요한 약점요인은 32개의 응답에서 지적한 ‘유럽 시장
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으로 평균 비중이 12.4%에 달했
으나, 평균점수는 2.06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매우 취약한 약점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 그다음으로 25개의 응답을 차지한 ‘EU
신규회원국인 폴란드에 대한 정보 부족’을 평균비중 9.5%의 중
요한 약점요인으로 지적했으며, 이 밖의 ‘한국 기업문화와 폴란
드 기업문화의 불일치’도 7.8%의 평균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
약점요인은 모두 5% 미만의 평균비중을 차지했으며, 기타 약점
요인으로 지적한 것은 없었다.
외부요인과 마찬가지로 내부요인도 평균비중이 5%가 되지 않
는 요인을 버리면 네 개의 강점요인과 세 개의 약점요인으로 핵
심 내부요인이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로 가중치를 다시 측정하
여 핵심 내부요인을 평가하면 [표 5-8]과 같다. 즉 폴란드 시장
진출의 핵심 내부요인을 평가한 결과, 가중점수 합계가 2.4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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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5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 폴란드 시장 진출에 우리 기업
의 내부적인 능력은 강점과 약점이 균형을 이루는 거의 평균적
인 수준으로 나타났다.74)

표 5-8. 폴란드 시장 진출의 핵심 내부요인 평가
핵심 내부 요인

가중치 평가점수 가중점수

강점(Strengths)
1.
2.
3.
4.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0.21
0.19
0.18
0.08

3.18
3.08
3.03
2.81

0.65
0.57
0.55
0.21

0.15
0.11
0.09

2.06
1.96
1.96

0.30
0.22
0.18

약점(Weaknesses)
1.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2. EU 신규회원국인 폴란드에 대한 정보 부족
3. 한국 기업문화와 폴란드 기업문화의 불일치
합계

1.00

2.47

자료: 필자 작성.

74) 엄밀하게 평가하면, 강점보다는 약점이 미세하게 약간 우세하지만, 이 정도는 거의 평균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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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폴란드 시장 중장기 진출 전략

전술한 폴란드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요인 평가 결과, 총 가중
점수는 2.75로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핵심 내부요
인은 총 가중점수가 2.47로 평균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는 한국 기업이 폴란드 시장에 진출할 때 여타 경쟁자와 거의
비슷한 혹은 약간 부족한 내부 능력이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
인에 대해서는 경쟁자에 비해 평균 이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 기업의 내부 능력은 평균 혹은 그 이하
이나 폴란드 시장 진출에서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는 대체로 성공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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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결합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고자 한다.75) 한국 기업이라는 주
체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은 외부 기회 및 위협과 결합하여 중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폴란드 시장 진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한다.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을 결합하여 전략을 설정하고 비교 및 평
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전략도출의 주체
나 전략도출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SWOT(Strengths-WeaknessesOpportunities-Threats) Matrix를 이용한다.76) SWOT Matrix는 한국
기업이 폴란드 시장에 진출할 때 중장기적으로 직면하는 내부환
경과 외부환경 요인을 연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
을 개발할 수 있다(표 5-9 참고).
폴란드 시장 진출 중장기전략 수립에서 전 절의 환경평가 결과
와 함께 현지 진출기업을 상대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전략의 객관
성과 현실성을 검증하였다.77) 자동차, 전자, 인프라, 에너지 등 부문에
75) 여기서 도출한 전략은 모든 가능한 대안을 고려하기보다는 통제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며
가장 매력적인 대안을 개발한 후 그중에서 선택한다. 이때 대안 및 전략들 사이의 장점과
단점, 상충관계, 비용 및 편익 등을 분석하고 결정해야 한다.
76) 전략도출의 기본적인 목적이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폴란드 시장 진출이
기 때문에 한국 기업으로는 더 중요하거나 시급한 전략적 대안 하나만을 도출하는 것
이 아닌, 여러 선택가능한 대안의 도출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SWOT Matrix를 이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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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중장기 폴란드 시장 진출전략 도출을 위한 SWOT Matrix
강점(S)
1.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2.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3.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4.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약점(W)
1.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2. EU 신규회원국 폴란드에
대한 정보 부족
3. 한국 기업문화와 폴란드
기업문화의 불일치

기회(O)

S-O 전략

W-O 전략

1.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거점
2. EU 내 신흥시장 폴란드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
3. 성장, 물가, 환율 등 안정
4. 제도, 시스템 등 양호한 비즈니
스 환경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5.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의 접근성 양호

1. FTA 활용 수출확대전략
(S2, S4, O1, O2, O5)
2. EU 시장내 생산거점 구축
(S3, O1, O2, O3, O4, O5)
3. I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조달시장 참여
(S1, S3, O4, O5)
4.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
(S1, S2, O2, O3, O4)

1. 생산 ․ 물류 ․ 유통 ․ 마케팅 등
유럽의 사업거점 고도화
(W1, O1, O3, O4, O5)
2.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정부조달시장 참여
(W1, W2, O2, O3)
3. 교류증진을 통한 폴란드
문화 이해력 제고
(W1, W2, W3, O2)

위협(T)

S-T 전략

W-T 전략

1.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EU 전반의 경기침체
2. EU 시장 내 선진국 ․ 개도국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

1. 가격경쟁력 활용, 폴란드
내수시장 진출기반 구축
(S2, S4, T1, T2)
2. EU 내 시장 ․ 제품 차별화
전략을 통한 수출증대
(S2, S4, T1, T2)
3.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위한 R&D 거점구축
(S3, S4, T2)

1. 폴란드 시장 전문가 양성
(W2, W3. T1, T2)
2. 한류문화 홍보를 통한 한국
제품 이미지 개선
(W1, W3, T1, T2)
3.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
(W1, W3, T2)

주: [표 5-6]과 [표 5-8]에서 제시된 핵심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을 결합하여 각각의 전략
을 도출함. 괄호 안에는 해당 전략에 결합된 외부요인과 내부요인들을 표시함(예를
들어, S1은 첫 번째 강점 요인, O1은 첫 번째 기회 요인임).
자료: 필자 작성.

77)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필자는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 폴란드의 산업정책 및
투자정책 분석, EU 기금 활용 인프라 구축계획과 현지 정부조달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
여 가능성 점검, 유로존 재정위기 등에 따른 최근 현지 시장변화 점검, 현지 비즈니스 애로
요인 조사 등과 함께 폴란드 시장진출 전략 관련 현지 진출기업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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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는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물론 각 부문의 주요 정책
을 담당하는 현지정부 관계자와 협회, 기업 등을 방문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 S-O 전략78)

폴란드 시장 진출에서 대표적인 S-O 전략은 한 · EU FTA를 활
용한 수출확대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FTA를 활용하여 주요 수출품
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등과 같은 우리 기업의 강점요인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다. 이러한 강점 극대화를 통해 폴란드 시장 진출에서 가장 비중 있
는 기회요인인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거점으로 폴
란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
의 접근성 양호와 EU 내 신흥시장 폴란드의 풍부한 시장 성장잠재
력 등의 기회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에 따
른 경기침체로 아직까지 EU 시장에서 FTA 효과가 본격화하지는 않
으나, 중장기적으로 EU 경제가 회복세를 맞이하면 FTA는 우리 제
78) S-O(strengths-opportunities) 전략은 외부 기회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이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국가간 중장기 경제협력에서 S-O 전략은 가장 극대화해야 하는 목
표 혹은 대상이 될 수 있는바, 기본 전략 혹은 장기 비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하의 나
머지 세 전략은 S-O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조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Ⅴ. 한․ 폴란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137

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비교우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79)
다음으로 폴란드 시장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요
인을 활용하기 위해 EU 시장 내 생산거점을 폴란드에 구축하는 S-O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은 주요 강점 중의 하나
인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LG전자는 이 전략을 실천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시장 접근성 양호,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
적 등을 고려하고 풍부한 시장 성장잠재력을 겨냥하여 폴란드에 생
산거점을 마련한 후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하였다.80) 또한 [글상
자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펠(Opel) 또한 시장 접근성 양호, 안
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풍부한 시장 성장잠재력 등의 기회요인
과 함께 폴란드의 저렴하고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시장
진출에 성공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79) 강유덕 ․ 김준엽(2013), p. 12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2년 동안 EU에 대한 수출이 감
소한 이유로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EU 전반의 경기침체, EU 수출구조, 유로화 약세 등
을 들고 있다.
80) 폴란드 현지 LG전자 담당자와 심층 인터뷰에서 LG전자는 서유럽이 성장성에 한계가 있는 성
숙기 시장인 데 반해 폴란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임에 주목
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내수시장이 폴란드에 EU 시장을
겨냥한 생산거점을 구축한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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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1. 오펠의 폴란드 진출 사례

1) 기업 개관
오펠(Opel)은 독일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 계열의 자동차 회사로 정식 명칭은 ‘Adam
Opel AG’이다. GM이 유럽에서 최초로 인수한 자동차업체로, 승용차·미니버스와 소
형 밴 등을 생산한다. GM의 자회사이나 독립 경영을 하며 차종도 독자 개발한다.
1863년 1월 21일 독일 중서부 헤센 주 뤼셀스하임에 설립했으며, 1899년부터 자동차
생산을 시작하였다. 오펠은 제너럴 모터스 유럽(GM Europe)의 한 축이자, 영국에 있
는 Vauxhall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큰 제너럴 모터스의 핵심 브랜드이다. 오펠은 2016
년까지 23종의 새로운 자동차와 13종의 새로운 엔진을 생산할 계획이며, 현재는
‘ADAM’과 ‘Cascada convertible’ 모델에 주력하고 있다.

2) 폴란드 진출 전략 및 기업 활동 현황
오펠이 폴란드 시장에 주목한 요인은 자동차산업 기반 구축, 값싸고 풍부한 양질
의 노동력, 서유럽 시장에 진출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 안정적인 경제성장 등이다.
체제 전환 이후 폴란드는 자동차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비롯하여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결과 최근 들어 폴란드 자동차
부문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폴란드는 양질의 산업 전문가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범유럽 차원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9년 폴란드 경제는 유럽에서 유일하
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매우 안정적인 경제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폴란드 시장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오펠은 1998년 8월 폴란드의
글로비체 지역에 자동차 생산공장을 설립하였고, 이후 폴란드는 오펠의 유럽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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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1. 계속
겨냥한 주요 생산거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글로비체 공장에서는 폴란드에서
인기 있는 10대 차종에 포함되는 Astra와 Corsa 계열을 주로 생산하는데, 현재
Astra IV 해치백, Astra GTC 및 OPC, Astra 세단 및 클래식 모델을 생산하고 있
다. 고용 인원은 약 3,000명이고 생산 차량의 약 98%는 인근 유럽으로 수출하며,
연간 20만 7,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한다.
2013년 2월 28일 오펠은 Cascada 모델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이 컨버터블 모
델 생산을 위해 글로비체 공장을 5,600m2 확장하였다. 오펠은 Cascada 모델을
연간 1만 대 이상 생산할 계획인데, 폴란드 내 컨버터블 수요가 서유럽보다는 상대
적으로 낮아, 생산 차량의 대부분은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오펠이 폴란드 글로비체 지역에 생산공장을 추가로 건설한 가장 큰 이유는
EU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 가격 때문으로 알려졌다.

3) 향후 계획
Cascada에 이은 오펠의 두 번째 베스트셀러인 Astra는 현재 독일 보쿰에서 생
산된다. 하지만 적자 폭이 커서 이미 2012년 오펠 이사회가 보쿰 공장 폐쇄 계획
을 발표했으며, 생산 중단 시기는 2016년 말로 확정했다. 그러나 2013년 비용절감
추진 및 생산종료 시점을 두고 노사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계획보다 빠른
2014년 공장폐쇄 안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차기 Astra는 현재의 독일에서 영국과
폴란드로 생산지를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가 낮은 국가의 생산을 늘린다
는 방침인데, 이처럼 폴란드에서 생산을 늘리는 추세는 유럽 경제가 불안정하고 시
설과잉이 원인이다. 차기 Astra는 2015년부터 생산이 시작되며 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GM은 2015년 폴란드에서 최대 30% 생산을 늘린다고 밝혔다.
자료: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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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이며, 특히 지역개발
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폴란드를 비롯한 신규회원국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투자하고 있어 최근 공공조달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폴란드는 향후 7년간 EU 기금으로부터 최대 수혜를 받을 것
으로 전망하는데, EU의 2014～20년 중기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
되었음에도 폴란드는 4% 증가한 총 1,058억 유로를 배정받았다.
특히 EU 결속기금에서 전기 예산에 비해 7% 증가한 729억 유로
를 배정받아 향후 폴란드 공공 프로젝트 개발이 크게 활성화할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EU 기존회원국
은 물론 폴란드를 비롯한 신규회원국으로 확대 적용되고 한국이
WTO GPA 회원국인 점을 활용하면 EU 정부조달시장에서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한 ․ EU FTA 발효로 EU 내 공
공입찰에 참가할 때 우리 기업의 국내 조달실적을 EU 역내 조달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 EU 정부조달시장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다. 따라서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과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등의 폴란드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IT 등 첨단기술과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
지를 활용하여 폴란드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추진할 필요가 있
다.81) 이와 같은 전략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글상자 5-2]에서 소
개한 KT 컨소시엄의 폴란드 ICT 프로젝트 수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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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2. KT 컨소시엄의 폴란드 ICT 프로젝트 수주 과정

1) 수주 성공 프로젝트의 내용 및 의의
한국의 KT와 대우인터내셔널이 참여한 KT 컨소시엄은 2013년 1월 2,130만 달
러 상당의 폴란드 포들라스키에 주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이는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통신 부문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의 사업을 수주
한 것으로 향후 중동부 유럽의 공공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
보를 마련하였다는 면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향후 유럽의 공공
프로젝트 시장에 참여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입찰 참여 과정
에서 진행한 주요 사항을 예시하였다.

2) 프로젝트 입찰 참여 주요 과정과 바르샤바 무역관 지원 내용
□ 2011. 4. 28: 프로젝트 내용 관련 업계에 전파
□ 2011. 9월: 국내 관심 기업(KT) 발굴, 발주처 정보, 폴란드 업계 동향 등 정보 제공

81)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최근 한국 기업의 폴란드 공공프로
젝트 참여 사례가 몇 개 있으나,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
다. 이에 대해 모 기업 관계자가 밝힌 원인에는 첫째, 언어의 문제, 둘째, 경영진의 관심
부족, 셋째, 초기 진입비용 과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입찰 관련 서류를 폴란드어로
작성, 제출해야 하는 언어의 문제는 프로젝트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프로
젝트 준비 비용을 1억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번역 비용만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
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진의 관심 부족은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은 신흥시장으
로 한국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유럽, 특히 폴란드는 의사결정을 하는 한국
경영진에게 아직까지 신흥시장, 성장시장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
지막으로 성숙기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기인 폴란드 시장은 블루오션일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우리 기업의 관심과 진출 노하우가 아직까지는 부족하여 시장을 개척하는
데 초기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KT도 폴란드 ICT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기
까지 2년 반 정도의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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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2. 계속

□ 2011. 11월: 글로벌 ICT 전략포럼에 발주처 방한 유치
□ 2012. 1~3월: KT의 입찰서류 작성 등 지원 위한 폴란드 내 파트너 발굴 지원
□ 2012. 3. 21: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주를 위한 KOTRA-KT-대우인터내셔널
3자간 MOU 체결
□ 2012. 5. 25: KOTRA-KT-대우인터내셔널-폴란드 협력업체 3개사 등 6자
간 컨소시엄 MOU 체결 (Global Smart SOC Initiative 행사)
□ 2012. 8. 2 ~ 8. 3: 포들라스키에 주 및 폴란드 디지털 행정부 면담 지원
□ 2012. 8. 16: 포들라스키에 주 입찰(DB: Design+Build) 공고, 8개 지역으
로 구분하여 입찰 진행, 총 8개 업체(또는 컨소시엄) 응찰
□ 2012. 12. 13: 8개 구역 중 3개 구역 낙찰
□ 2012. 12. 27: 응찰업체, 폴란드 국가항소위원회(KIO)에 이의제기
□ 2013. 1월: 응찰업체 이의제기에 대해 KT 컨소시엄이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없다는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장 명의 서한 제출
□ 2013. 1. 30: KIO, 응찰업체의 이의 기각으로 KT 컨소시엄 최종 낙찰
자료: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자료.

마지막으로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을 지닌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폴란드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동유
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회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에 거점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과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은 물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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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을 보유한 폴란드에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
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여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마련하면, 폴란드 인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의
유망신흥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82)

나. W-O 전략83)

W-O 전략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유럽 시장
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 구
매력의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폴란드로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즉, 생산과 물류 거점을 구축하
고 판매, 유통, 마케팅 등의 범유럽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폴란드
를 중심으로 각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인건비, 인
프라,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사업본부를 중부유럽 폴란드에 두면 유럽 시
82) 폴란드 주요 정부부처 면담에서 경제부 및 투자청 등에 따르면, 폴란드 경제는 글로벌 금
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로 서유럽 경제가 침체했던 2009~2012년 동안에도 러시아, 우
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동유럽 시장과의 교역활성화에 힘입어 꾸준하게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83) W-O(weaknesses-opportunities) 전략은 외부 기회의 이점을 이용하여 내부적인 약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외부적으로 중요한 기회가 있음에도 그러한 기회의 활용을 제한
하는 내부적인 약점이 있을 때 유용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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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84)
또한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폴란드의 양호한 비즈니
스 환경, 시장의 접근성, 풍부한 시장 성장잠재력 등은 매우 긍
정적인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85)
둘째, 현지 기업과 협력하여 폴란드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유럽 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
적 거리감과 폴란드에 대한 정부부족이라는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또한 이를 통해 시장의 접근성이 양호해지며 폴
란드의 풍부한 시장성장성 활용도 가능하다. 폴란드 환경부에 따
르면, 공개경쟁입찰 형태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폴란드 녹색환경
기술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니 중
소기업을 포함하여 적절한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폴란드 기
업과 협력하여 상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
다.86) 또한 폴란드의 대표적인 건설회사 ERBUD는 노후한 발전
84) 폴란드 정부기관 면담에서 경제부는 유럽 내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센터(operation centre)
설립에 폴란드가 가장 적합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85) 실제로 이미 진출 기업의 현지투자 결정에 폴란드의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과 시장접근성
은 물론 내수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현지진
출기업 심층인터뷰와 폴란드 투자청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86) 폴란드 환경부 면담에서 Igor Mitroczuk 자문관(Advisor to Minister)은 환경보호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때 한국과 폴란드 부처간 정부 차원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 단계 아래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력하도록 하여 한국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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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현대화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희망하였다.87)
셋째, 교류를 증진해 통해 폴란드 문화의 이해력을 높이는 전
략이다. 이는 유럽 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극복은 물
론, 폴란드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또한 양측의 문화교류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업 차
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전략은 앞서 살펴본 네 가지 S-O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병행 추진해야 한다.

87) 현지 면담에서 ERBUD 에너지 부문 대표(Director) Jerzy Kunura는 폴란드 내 70% 이
상의 발전소가 30년 이상 노후화하여 이를 현대화하기 위한 에너지 부문의 인프라 건설
은 향후 3~5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노후한 발전
소 현대화 사업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의 어떤 중소기업과도 협력할 용의가 있으
며, 한국 기업도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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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 전략88)

첫 번째 S-T 전략은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폴란드 내수시장 진출
기반 구축이다. 주요 수출품의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활
용하여 EU 시장에서 선진국 혹은 개도국 기업과 펼치는 경쟁 심
화를 극복하고 폴란드 내수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확
실한 경쟁력만 있으면 현지의 어떤 기업과도 경쟁해 현지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내재된 전략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여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
에 따른 EU 전반의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두 번째 S-T전략은 EU 내 시장 ․ 제품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수출증대를 꾀하는 것이다. 시장차별화 및 제품차별화 등을 통
해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적
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EU 내에서 기존회원국인 서유럽 국가와
신규회원국인 폴란드는 서로 다른 비교우위 구조여서 이처럼 근
본적으로 다른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을 띤다. 이를 고려하
88) S-T(strengths-threats) 전략은 외부적인 위협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감소하기 위하여 내부
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즉, 한국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EU의 위협 요인을 최
소화하고 성공적인 EU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하지만 S-T 전략은 전
술한 S-O 전략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위협요인의 영향
을 회피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내부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외부적인
기회를 확실하게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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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장을 차별화하고 각 시장에 맞게 제품을 차별화하는 전략
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수립해 EU 내 기업과 펼치는 경쟁
심화와 같은 위협요인을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EU
내 유로존 재정위기의 영향도 지역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권역별로 분류한 시장차별화도 매우 유효한 전략이다.
그 밖의 S-T 전략으로는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한 R&D 거점을 폴란드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EU 시장 내 선
진국 ․ 개도국 기업들과 펼치는 경쟁심화라는 주요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최대한 활
용하는 전략이다. 최근 유럽에서 R&D 거점으로 각광받는 나라
는 독일 등 서유럽의 전통적인 거점과 함께 전자, 자동차 산업
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매김한 중부유럽의 폴란드이다.89)

89) 폴란드 투자청과 면담해 현재 폴란드 정부가 신기술 개발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최근 폴란드에 유입되는 FDI의 상당부분이
R&D 분야에 대한 투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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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W-T 전략90)

첫 번째 W-T 전략은 폴란드 시장 전문가 양성이다. 폴란드에
대한 정부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의 불일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는 폴란드 시장 전문가를 반드시 양성해야 한다. 특히 유럽의 복
잡한 의사결정구조와 신흥시장의 불안정성이 혼재한 폴란드는 현
지 시장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접근이 쉽지 않다. 또한 EU내 기
업들과 펼치는 경쟁 심화와 EU 전반의 경기침체 등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폴란드에 대한 전문성은 필수적이다.
두 번째 W-T 전략은 한류문화를 홍보해 한국 제품 이미지를
개선하는 전략이다. 드라마 및 K-POP 등의 한류문화 홍보는 문
화교류 부족으로 생기는 심리적 거리감과 기업문화의 불일치 등
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또한 이 전략은 현
지시장에서 펼치는 경쟁심화와 같은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한
국 제품의 이미지 개선에 일정 부분은 기여할 것이다.
세 번째 W-T 전략은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90) W-T(weaknesses-threats) 전략은 내부적인 약점을 감소하고 외부적인 위협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인 전략이다. 하지만 W-T 전략은 앞에서 살펴본 그 어느 전략
보다도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하며, 효과도 간접적이어서 꾸준한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또한 전략의 대상이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민간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
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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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는 것이다.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과
양측 기업문화의 불일치 등 약점을 극복하는 데에는 고위급 외교
와 이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13년 10월 중순 폴란드 대통령의 방한은 양국 경
제협력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폴란드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10월 23일 개최한 한 ․ 폴란드 경제협력포럼에서 대
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폴란드 투자청은 양해각서(MOU)
를 체결하고 양국 비즈니스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이
는 향후 폴란드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EU 기업들과 펼치는 경쟁
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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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요 유관 기관 및 기업 정보

주요 유관기관
가. 자동차 산업
Name: Polski Związek Przemysłu Motoryzacyjnego (PZPM)
폴란드 자동차 산업 조합
Add: Al. Niepodległości 69, 02-626 Warszawa
Tel: (48-22)322 71 98 Fax: (48-22)322 76 65
http://www.pzpm.org.pl

Name: Stowarzyszenie Dystrybutorόw i producentόw części
motoryzacyjnych
폴란드 자동차 부품 생산 및 판매자 협회
Add: ul. Za Dębami 3, Warszawa 05-075
Tel: *48 609-406-200
http://www.sdcm.pl/

Name: Polska Izba Motoryzacji (PIM)
폴란드 자동차산업 회의소
Add: ul. Grażyny 13, 02-548 Warszawa
Tel: (48-22)845-01-40 Fax: (48-22)350-73-50
http://pim.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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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ACEA)
유럽 자동차 생산 협회
Add: Avenue de la Joyeuse Entrée, 1, B1040 Brussels, Belgium
Tel: +32 2 7387323
http://www.acea.be/

Name: The Motorcycle Industry in Europe (ACEM)
유럽 자동차산업 협회
Add: Avenue de la Joyeuse Entrée, 1, B1040 Brussels, Belgium
Tel: +32 22 309 732 Fax: +32 22 301 683
http://www.acem.eu/

Name: Przemysłowy Instytut Motoryzacji (PIMOT)
자동차산업협회
Add: ul. Jagiellońska 55, 03-301 Warszawa
Tel: +48 228 597 552 Fax: (48-22)7777-020
http://www.pimot.eu/

Name: Stowarzyszenie Techniki Motoryzacyjnej (STM)
자동차 기술조합
Add: ul.Marynarki Polskiej 59, 80-557 Gdańsk, Polska
Tel: +48 603 13 13 80
http://www.stm.org.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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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Polska Izba Stacji Kontroli Pojazdów
도로주행 관리소
Add: ul. Gdańska 51 lok. A ,01-633 Warszawa
Tel: (48-22)811 26 06 Fax: (48-22)811 28 78
http://www.piskp.pl/

Name: Związek Producentów Pojazdów i Nadwozi
자동차 생산조합
Add: Al. Niepodległości 69 02-626 Warszawa
Tel: (48-22)844 05 39 Fax: (48-22)844 05 39
http://www.zppin.org.pl/

Name: Instytut Badań Rynku Motoryzacyjnego SAMAR
자동차 검사 협회
Add: ul. Wąwozowa 11/4, 02-796 Warszawa
Tel: +48 228 597 552 Fax: (48-22)
http://www.samar.pl

나. 인프라 산업
Name: Instytut Meteorologii i Gospodarki Wodnej
폴란드 기상 연구소
Add: ul. Podleśna 61, 01-673 Warszawa
Tel: (48-22)56 94 100 Fax: (48-22)83 41 801
http://www.imgw.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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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Instytut Energetyki
폴란드 에너지 협회
Add: Mory 8, 01-330 Warszawa
Tel: (48-22)34 51 360 Fax: (48-22)836 81 15
http://http://www.ien.com.pl

Name: Instytut Energetyki Odnawialnej
재생에너지 협회
Add: ul. Mokotowska 4/6, 00-641 Warszawa
Tel: (48-22)825 46 52 Fax: (48-22)875 86 78
http://www.ieo.pl

Name: Generalna Dyrekcja Dróg Krajowych i Autostrad
폴란드 도로 관리소
Add: ul. Wronia 53, 00 - 874 Warszawa
Tel: (48-22)375 88 88 Fax: (48-22)
http://www.gddkia.gov.pl

Name: Ministerstwo Administracji i Cyfryzacji
디지털 행정부
Add: ul. Królewska 27, 00-060 Warszawa
Tel: (48-22)245 59 20 Fax: (48-22)
http://mac.gov.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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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Ministerstwo Ochrony Środowiska
환경부
Add: ul. Wawelska 52/54, 00-922 Warszawa
Tel: (48-22)57-92-400 Fax: (48-22)57-92-224
http://www.mos.gov.pl/

Name: Instytut Informatyki Teoretycznej i Stosowanej Polskiej
Akademii Nauk
폴란드 이론 과학 연구소
Add: ul. Bałtycka 5, 44-100 Gliwice
Tel: (48-32)231 73 19 Fax: (48-32)
http://www.iitis.gliwice.pl/

Name: Narodowe Centrum Badań Jądrowych
국가 핵에너지 연구소
Add: ul. Andrzeja Sołtana 7, 05-400 Otwock
Tel: (48-22)71 80 001 Fax: (48-22)77 93 481
http://www.ncbj.gov.pl/

Name: Urząd Komunikacji Elektronicznej
전자통신부
Add: ul. Kasprzaka 18/20, 01-211 Warszawa
Tel: (48-22)53 49 156 Fax: (48-22)53 49 155
http://www.uke.gov.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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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Polska Izba Ekologii
폴란드 환경 회의소
Add: 40-009 Katowice, ul. Warszawska 3
Tel: (48-32)253-51-55
http://www.pie.pl/

주요 외국기업
가. 자동차 산업
Company Name: Fiat Auto Poland S.A.
Add: ul. M. Grazynskiego 141 Bielsko Biala, Poland
Tel: (48-33) 813-21-00 Fax: (48-33) 813-20-36
Turnover(1,000USD): 5,474,278
http://www.fiat.pl/
Activities: Motor Vehicle Manufacturing

Company Name: General Motors Poland Sp.z.o.o.
Add: ul. Woloska 5 Warszawa, Poland
Tel: (48-22) 606-17-00 Fax: (48-22) 606-16-68
Turnover(1,000USD): 470,555
http://www.opel.com.pl/
Activities: Motor Vehicle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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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ame: Toyota Motor Manufacturing Poland Sp.z.o.o.
Add: ul. Uczniowska 26 Walbrzych, Poland
Tel: (48-74) 888-80-00 Fax: (48-74) 888-80-01
Turnover(1,000USD): 788,431
http://www.toyota.pl
Activities: Motor Vehicle Parts Manufacturing

Company Name: Volkswagen Poznan Sp.z.o.o.
Add: ul. Warszawska 349 Poznan, Poland
Tel: (48-61) 876-17-81 Fax: (48-61) 876-14-75
Turnover(1,000USD): 3,359,495
http://www.volkswagen-poznan.pl
Activities: Motor Vehicle Manufacturing

Company Name: MAN Truck&Bus Polska Sp.z.o.o.
Add: Wolica, Al. Katowicka 9 Nadarzyn, Poland
Tel: (48-22) 738-69-00 Fax: (48-22) 738-69-48
Turnover(1,000USD): 436,079
http://www.mantruckandbus.pl/
Activities: Motor Vehicle Dealers

Company Name: Mercedes-Benz Polska Sp.z.o.o.
Add: ul. Gottlieba Daimlera 1 Warszawa, Poland
Tel: (48-22) 312-50-00 Fax: (48-22) 312-50-99
Turnover(1,000USD): 843,715
http://www.mercedes-benz.pl/
Activities: Automobile Dea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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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ame: Volvo Polska Sp.z.o.o.
Add: ul. Mydlana 2; Wroclaw, Poland
Tel: (48-71) 302-17-00 Fax: (48-71) 302-18-95
Turnover(1,000USD): 736,797
http://www.volvogroup.com/group/poland/pl-pl/
Activities: Motor Vehicle Manufacturing

Company Name: Scania Polska S.A.
Add: Al. Katowicka 316, Stara Wies; Nadarzyn, Poland
Tel: (48-22) 356-01-14 Fax: (48-22) 356-01-01
Turnover(1,000USD): 308,736
http://www.scania.pl/
Activities: Automobile Dealers

Company Name: Faurecia Automobile Polska S.A.
Add: ul. Spoldzielcza 4; Grojec, Poland
Tel: (48-22) 665-01-13 Fax: (48-22) 665-03-03
Turnover(1,000USD): 322,000
http://www.faurecia.pl
Activities: Automobile Dealers

Company Name: Valeo Autosystemy Sp.z.o.o.
Add: ul. Przemyslowa 3; Skawina, Poland
Tel: (48-12) 277-10-00 Fax: (48-12) 277-10-04
Turnover(1,000USD): 736,965
http://www.valeo.pl/
Activities: Motor Vehicle Parts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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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프라 산업
Company Name: PGE Polska Grupa Energetyczna S.A.
Add: ul. Mysia 2; Warszawa; Poland
Tel: (48-22) 340-17-04 Fax: (48-22) 340-12-85
Turnover(1,000USD): 9,618,665
http://www.pgesa.pl/
Activities: Electric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Company Name: Tauron Polska Energia S.A.
Add: ul. Lwowska 23; Katowice; Poland
Tel: (48-32) 774-27-00 Fax: (48-32) 774-27-99
Turnover(1,000USD): 7,630,028
http://www.tauron-pe.pl
Activities: Electric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Company Name: Energa S.A.
Add: ul. Mikolaja Reja 29; Gdansk; Poland
Tel: (48-58) 778-83-00 Fax: (48-58) 778-83-99
Turnover(1,000USD): 3,658,192
http://www.energa.pl/
Activities: Electric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Company Name: Enea S.A.
Add: ul. Gorecka 1; Poznan; Poland
Tel: (48-61) 884-55-44 Fax: (48-61) 884-59-59
Turnover(1,000USD): 3,131,849
http://www.enea.pl
Activities: Electric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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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ame: PTK Centertel Sp. z o.o.
Add: ul. Skierniewicka 10A; Warszawa; Poland
Tel: (48-22) 594-70-01 Fax: (48-22) 588-78-96
Turnover(1,000USD): 2,602,471
http://www.orange.pl
Activities: Wireless Telecommunications Carriers (except Satellite)

Company Name: T-Mobile Polska S.A
Add: ul. Marynarska 13; Warszawa; Poland
Tel: (48-22) 413-60-00 Fax: (48-22) 413-69-14
Turnover(1,000USD): 2,673,119
http: http://www.t-mobile.pl/
Activities: Wireless Telecommunications Carriers (except Satellite)

Company Name: POLKOMTEL Sp. z o.o
Add: ul. Postepu 3; Warszawa; Poland
Tel: (48-22) 426-10-00 Fax: (48-22) 426-01-02
Turnover(1,000USD): 2,688,548
http://www.polkomtel.com.pl/
Activities: Wireless Telecommunications Carriers (except Satellite)

Company Name: ASSECO Poland S.A.
Add: ul. Olchowa 14; Rzeszow; Poland
Tel: (48-17) 875-54-00 Fax: (48-17) 875-54-06
Turnover(1,000USD): 1,702,657
http://www.asseco.pl/
Activities: Computer Systems Design and Relat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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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ame: CMC Centrozlom Sp. z o.o.
Add: ul. Surowcowa 30; Katowice; Poland
Tel: (48-32)255-73-21 Fax: (48-32)255-73-37
Turnover(1,000USD): 171,180
http://www.centrozlom.pl/
Activities: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Services

Company Name: CENTROZLOM Wroclaw S.A.
Add: ul. Robotnicza 16; Wroclaw; Poland
Tel: (48-71)356-66-00 Fax: (48-71)355-67-31
Turnover(1,000USD): 280,865
http://www.centrozlom.com.pl
Activities: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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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진출 주요 한국기업
회사명: LG Display Poland Sp. z o.o. (Wroclaw)
LG 디스플레이
주소: ul. LG 1, Biskupice Podgorne
품목: LCD Module
Tel: (48-71)770-5100 Fax: (48-71)770-5009
진출형태: 생산법인
진출연도: 2005년

회사명: LG Electronics Mlawa Sp. z o.o.
LG전자 생산 므와바 법인
주소: UL. LG Electronics 7
품목: LCD TV, PDP TV, LCD MNT, Plasma Module
Tel: (48-23)654-7417 Fax: (48-23)654-5947
진출형태: 생산법인
진출연도: 1999년

회사명: LG Chem Poland Sp. z o.o.
LG화학 폴란드
주소: ul. LG 3, Biskupice Podgorne
품목: LCD용 편광판
Tel: (48-71)733-8110 Fax: (48-71)733-8200
진출형태: 생산법인
진출연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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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Nifco Korea Poland Sp. z o.o.
니프코 코리아 폴란드
주소: al. Jana Pawła II 17
품목: 자동차 내장 부품
Tel: (48-71)733-7684 Fax: (48-71)733-7686
진출형태: 생산법인
진출연도: 2010년

회사명: DAEWOO IS POLSKA Sp. z o.o.
대우 아이에스 폴란드
주소: ul. Przemysłowa 4
품목: 자동차 오디오
Tel: (48-44)635-8859 Fax: (48-23)661-3156
진출형태: 생산법인
진출연도: 2008년

회사명: Daewoo Electronics Poland Sp. z.o.o.
대우일렉트로닉스 폴란드법인
주소: ul. Taśmowa 7
품목: 가전제품 수입 및 판매
Tel: (48-22)455 09 24 Fax: (48-22)455 09 58
진출형태: 생산법인
진출연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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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Dongseo Display Poland Sp. z o.o.
동서디스플레이 폴란드
주소: ul. Wspolpracy 1, Biskupice Podgorne
품목: LCD용 Top case, Cover Bottom 등
Tel: (48-71)774-8220 Fax: (48-71)774-8279
진출형태: 생산법인
진출연도: 2006년

회사명: Dong Yang Electronics Sp. z o.o.
동양전자 폴란드 브로츠와프 법인
주소: ul. Wspolpracy 3, Biskupice Podgorne
품목: LCD TV 내장 사출물, PCB Assa’y
Tel: (48-71)733-8012 Fax: (48-71)733-8050
진출형태: 생산법인
진출연도: 2007년

회사명: Mando Corporation Poland Sp. z o.o.
만도 폴란드
주소: ul. Uczniowska 21
품목: 제동, 조향, 현가부품
Tel: (48-74)648-0200 Fax: (48-74)648-0177
진출형태: 생산법인
진출연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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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Shinchang Poland Sp. z o.o.
신창전기
주소: ul. Antonio Gaudiego 6A
품목: 자동차용 Lock Set 및 내장스위치
Tel: (48-32)338-6766 Fax: (48-32)230-1570
진출형태: 생산법인
진출연도: 2007년

회사명: POSCO-PWPC Sp. z o.o.
포스코 폴란드 브로츠와프 프로세싱센터
주소: ul. Innowacyjna 6, Biskupice Podgrne
품목: 가전, 자동차, 건자재용 고급철강재
Tel: (48-71)774-7510 Fax: (48-71)774-7575
진출형태: 생산법인
진출연도: 2006년

회사명: Hyundai Motor Poland Sp. z o.o.
현대자동차 폴란드 법인
주소: ul. Migdalowa 4, Natpoll Buiding A30
품목: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판매
Tel: (48-22)645-1700 Fax: (48-22)645-1551
진출형태: 판매법인
진출연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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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Fine Altech Mlawa Sp. z o.o.
화인알텍 무와바 (본점 및 1공장)
주소: ul.Nowa 40
품목: 금속 Press부품 - PDP,LCD,LED TV용 Back Cover, LCD TV용 Cover
Bottom, 기타 금속 Press부품
Tel: (48-23)654-4547 Fax: (48-23)-654-4553
진출형태: 생산법인
진출연도: 2005년

회사명: Humax Poland Sp. z o.o.
휴맥스 폴란드
주소: ul. Przemysłowa 4
품목: Digital Set-top Box (STB)
Tel: (48-22)545-8920 Fax: (48-22)545-8949
진출형태: 생산법인
진출연도: 2004년

회사명: Heesung Eletronics Poland Sp. z o.o.
희성전자 폴란드
주소: ul. Innowacyjna 1, Biskupice Podrorne
품목: BLU(Back Light Unit), Lamp, LED 모듈, LGP(Light Guide Panel)
Tel: (48-71)771-1000 Fax: (48-71)771-1002
진출형태: 생산법인
진출연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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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자동차 및 인프라 산업 관련 주요 전시회

전시회명: 11th International Trade Fair of Municipal and Road Infrastructure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종합기간산업박람회
개최기간: 2013.10.22 ~ 2013.10.24
개최주기: 매년
개최도시: 바르샤바
전시장: The Warsaw Trade Fair and Congress Centre MT Polska
전년도 참가업체 수: 142
전년도 참관객 수: 3,800명
홈페이지: http://www.infrastruktura.info
전시회명: AutoEvent 폴란드 자동차산업회의소(PIM) 주최 연례 컨퍼런스
개최기간: 2013.06.11 ~ 2013.06.13
개최주기: 매년
개최도시: Zawiercie(매년 장소 변경)
전시장: Hotel Villa Verde
전년도 참가업체 수: 230
전년도 참관객 수: 3,000명
홈페이지: http://www.autoevent.pl
전시회명: Fair of Renewable Sources of Energy 폴란드 키엘체 국제 재생에너지 박람회
개최기간: 2014.03.18 ~ 2014.03.20
개최주기: 매년
개최도시: 키엘체
전시장: Targi Kielce
전년도 참가업체 수: 200
전년도 참관객 수: 6,500명
홈페이지: http://www.targikielce.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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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명: International Fair Road Construction Industry
폴란드 키엘체 국제 도로건설산업박람회
개최기간: 2014.05.13 ~ 2014.05.16
개최주기: 매년
개최도시: 키엘체
전시장: Targi Kielce
전년도 참가업체 수: 400
전년도 참관객 수: 15,000명
홈페이지: http://www.targikielce.pl
전시회명: ProfiAuto Show 폴란드 카토비체 모터쇼
개최기간: 2013.05.25 ~ 2013.05.26
개최주기: 매년
개최도시: 카토비체
전시장: Katowice Spodek
전년도 참가업체 수: 140
전년도 참관객 수: 35,000명
홈페이지: http://moto-targi.pl
전시회명: Motor Show Poznan 폴란드 포즈난 모터쇼
개최기간: 2014.03.27 ~ 2014.03.30
개최주기: 격년
개최도시: 포즈난
전시장: Poznan International Fairground
전년도 참관객 수: 86,000명
홈페이지: http://www.motorshow.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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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폴란드 내 기타 주요 산업

가전제품 제조
산업개관: 폴란드는 1989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후,
199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된 외국인 투자 덕분에, 폴란드 가전
제품 산업은 폴란드 내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경쟁력
을 갖추게 되었다.
최근 동향: 2013년 1월 폴란드 전자제품(가정용) 생산 공장에
서는 총 160만 대의 제품을 생산하며 16%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2012년 전자제품 생산이 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성장한
수치이다. 특히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대형가전의 제조가 13%
증가하였으며, 제조된 백색가전의 160만 대 중 110만 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1월 가정용 전자제품은 소형가전 30.8%,
세탁기 25%, 식기세척기 16.7%, 세탁 건조기 11.6%, 냉장고
10.5%, 가스레인지 5,4%의 분포로 성장하고 있다. 믹서기와 청
소기 같은 소형가전은 전년동월대비 24%의 증가세를 보이며 51
만 대 생산을 기록하였다.
올해 폴란드의 가정용 전자제품 생산의 호황기는 지속될 전망
이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형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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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경우 2012년 3분기 이후 16% 상승한 104억 즈워티의 수
출액을 기록하였으며 올해 생산된 대형가전의 80%가 수출로 이
어질 것으로 Rzeczpospolita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 폴란드는 유럽 전역으로 가전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서유럽 국가이다. 그중 가장 큰 수출시장은 독일
로, 2012년 70만 대를 수출하였으며, 프랑스는 45만 대, 영국 35
만 대, 러시아 21만 대, 이탈리아 20만 대 순이다.

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
산업개관: Philip Morris, British american Tabacco, P&G, Danon,
Nestle, Unilever, PepsiCo, Mars, Ferrero, Henkel, L’Oreal, Carlsberg
등 유수의 글로벌 생활 소비재 기업들이 1990년대 폴란드가 시
장경제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적극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동향: 폴란드는 유럽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내수시장이 있고,
러시아와 서유럽을 잇는 중동부 유럽의 핵심 길목에 위치하고 있
어 지리적으로 강력한 전후방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식음료 부문은 폴란드 제조업 분야 20%를 차지하는 큰
부문 중 하나이다. 폴란드가 경제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소비자들
의 구매 수준이 높아져 이전에는 가격만을 고려하는 소비자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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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었다면, 이제는 품질과 건강, 포장 등 가격 외 요인을 고려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폴란드 생활소비재 공장은 대부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원활
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Warsaw, Krakow, Lodz, Wroclaw, Pozan
등 대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다.

항공산업
산업개관: 폴란드 항공산업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넘어
가는 시점에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 기업에 투자하거나 그린필드
에 투자하면서 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폴란드 내 Subcarpathian,
Mazovia, Silesia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에 투자가 이뤄졌다. 이것
은 폴란드 항공 산업이 두 개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항공밸리라고 불리는, 폴란드 남동부 지방에 형성된
클러스터로, 현재 80여 개의 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Silesian Aviation Cluster다. 현재는 26개의 기업이 본
부를 Bielsko-Biala 지역에 두고 있으며 주로 항공부품을 공급하
는 SMEs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외에 Wielkopolski
Aviation Cluster가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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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향: 폴란드는 항공 분야의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
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다. 대부분은 민간 항공기를 주로 제조
하고 있으며, 폴란드 항공기업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품질의 제
품과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강점으로 하고 있다. Hamilton
Sunstrand, Hispano Suiza, EADS, Agusta Westland, Sikorsky, Roodrich,
MTU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현재 폴란드에 투자하고 있고
추가 투자를 계획 중이다.

건설업
산업개관: 폴란드 내 건설업은 2006년부터 그린필드형 외국인직
접투자 증가와 개인 주택 수요 증가로 인해 매년 10% 이상의 성
장을 보여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는 상업용 건물 및 개인
주택 건설 감소로 침체를 보여왔다. 2010년 들어 정부가 경제성장
확대를 위해 EU 펀드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유로 2012 관련 인
프라 건설을 확대하면서 2010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2012년 ‘유로 2012’ 개최에 대비한 인프라 투자로 2011년에
는 약 4.1%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유로 2012’ 개최 이후 하
반기부터 폴란드 건설업의 성장세는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 특히,
바르샤바 유로 2012 경기장을 건설한 폴란드 대형 건설사 PBG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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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이 파산하는 등 건설업체의 자금난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동향: 폴란드 건설업은 최근 3년간 총 GDP의 약 7%의 비중
을 차지하며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했으나, 유로 2012로 인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급증과 EU 균형발전기금의 지원에 따른 인
프라 구축 수요는 건설장비 및 자재의 수요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의 도산을 초래했다. 특히 최저가 입찰제에
따른 건설사들의 과도한 가격 경쟁은 수요 증가에 따른 건설비용
상승과 맞물리며 대형 건설사들의 재정난 악화를 불러왔다.

2010~13년 폴란드 건설업 규모 및 성장률
구분

2010

2011

2012

2013

건설업 규모(U$bn)

34.1

36.4

31.8

33.7

건설업 전년 대비 실질 성장률(%)

6.40

11.80

1.10

1.43

7.3

7.1

6.5

6.4

GDP대비 건설업 규모(%)
자료: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2013. 5)

2013년 폴란드 건설업계 시장규모가 15~20%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라, 2014년까지 주요 건설사들의 위기경영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입감소와 판매수익에 대한 압력, 시장에서의
주문감소 등이 2013년 건설업계가 침체되는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폴란드 건설업계 2위인 Budimex사는 2012년 61억 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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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의 수입과 1억 8,600만 즈워티의 순이익을 거두며 2011년 대비
10,2% (당시 56억 즈워티를 기록)의 매출 증가와 146%(당시 7,560
만 즈워티)의 순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는 이 수준을 유
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여 위기 경영 체제에 돌입하였다.
폴란드 내 건설업계의 위기는 고용시장과 임금에도 영향을 미
치고 있다. 2013년 1월 건설업계의 고용은 전년대비 3만 2,000
명이 감소하였으며 건설업계 평균임금은 10% 하락한 3539즈워
티(세전)로 이는 전년대비 1.2% 하락한 수치이다. 건설산업에서
여전히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만이 소폭 임금 인
상을 하였을 뿐, 대부분 주문 감소로 재정위기를 맞이하여 임금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큰 임금 하락을 기록한 지역은 8.2% 감소
한 ‘우즈키’ 도이며, 2위는 ‘자호드니오포모르스키에(8.2%)’, 3위
는 ‘마조비에츠키에(5.9%)’ 지역 순이다.
이러한 건설 침체기로 인해 폴란드 건설산업협회는 건설업을
다시 부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같은 해외 시장 진출
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폴란드 인근 국가에 도
로, 호텔건설, 주택 리모델링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해외
진출은 폴란드 건설업계 고용 감소를 경감시켜 침체된 폴란드
건설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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