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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슬로바키아를 비롯하여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4국은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 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비세그라드 4국 경제성장의 역동성은 최근 들
어 점차 회복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4%대 이상의 경제성장세를 보여줌으로
써 다시 EU 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세
그라드 4국은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과 EU 가입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
였으며, 특히 슬로바키아는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성공사
례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즉 슬로바키아는 체제전환과 EU 가입 과정에서
추진된 FDI 유치 및 산업개발 정책이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되며, 이 과정
에서 한국 기업의 슬로바키아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EU 회원국 중 가장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보여주고 있
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비교적 활발한 슬로바키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비세그라드 경제협력 증대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유로
존 재정위기 이후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EU 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
게 하고자 한다. 슬로바키아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와 인프라 부문을 선정, 각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정리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슬로바키아 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슬로바키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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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완, 반영하였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부품 부문으로 구분하고 인
프라 산업은 수송, 에너지/환경, ICT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폴란드를 비
롯한 여타 비세그라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 에너지/환경과
ICT 부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슬로바키아 경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비세
그라드 전반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산업구조와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주요 산업을 자동차, 인프라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對)슬로바키아 산업협
력 방향 및 진출전략을 한･슬로바키아 경제협력 현황,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
경 평가, 슬로바키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50여 개 한국 기업 가운데 37개 기업으로
부터 설문지를 회수, 설문 서베이와 SWOT 분석을 결합하여 일관성 있는 시장
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소규모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슬로바키아는 2004년 EU 가입을 전후하여 유
입된 대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주도형 경제에 기반하여 급격한 경제성
장을 이룩하였다. 슬로바키아 소득수준은 2000년 기준 EU 28개국 평균 1인당
GDP의 50% 정도였으나, 2015년에는 77%까지 향상되었다. 또한 2000년대
비 2015년 슬로바키아의 경제규모는 3.5배로 매우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주요 동력으로는 EU 가입 전
후 유입된 대규모의 제조업 중심 외국인직접투자를 비롯한 활발한 투자와 교역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이자 경제발전의 근간으로,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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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기준으로 슬로바키아는 EU의 6대 생산국이다. 최근 자동차 산업생산의
GDP 기여도가 12%에 이르며,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
되고 있는 추세이다.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이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며 본격
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는 폭스바겐이 진출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슬로바
키아의 서쪽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PSA, 기아자동차가
진출,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재규어 랜드로버 공장도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클러스터가 발달하여 글로벌 OEM 완성차업체뿐만이 아
니라 부품공급업체도 다수 분포해 있다. 슬로바키아에 이미 진출한 완성차업체
의 추가 투자에 힘입어 각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품 및 부속품 업체
클러스터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생산 규
모가 계속 증대됨은 물론 실질임금 향상 등으로 매출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성
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가 주변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슬로바키아의 인
프라 산업 중 에너지/환경 부문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GDP의
4.5%에 달하는 슬로바키아의 ICT 산업은 시장의 평균성장률이 주변 비세그라
드 국가(헝가리, 폴란드, 체코)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ICT 인프라 시장
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또한 EU집행위원회의 지적에 따르면, 슬로바키아가
향후 원활한 디지털 경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활성
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은 총 37개로, 주로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현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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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직면한 외부 및 내부 환경
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바키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지닌 EU 시장의 진출 거점이라는 점과 EU 내 신흥시장 슬로
바키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 및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측면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높은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생산비의 가파
른 증가세는 슬로바키아 진출에 있어 가장 우려해야 할 위험요인이다. 우리 기
업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강점요인으로는 주요 제조업의 비교우위, 가격경쟁
력 및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및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문화의 불일
치, 현지 정보 부족 및 교류 부족 등이 주요 약점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 요인 평가 결과, 한국 기업이 슬
로바키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보다 약간 훌륭한 내부적인 능
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경쟁자에 비해 평균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기업은 내부적 능력은 평균 이상이
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는 대체
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내외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평균 이상의 내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슬로바키아 시장진출에 있어 주어지는 외부요인에 대해 지금
까지의 다소 미흡한 대응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위해 이러한 연결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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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S-O 전략)으로 슬로바키아 시장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슬로바키아에 이미 구축된 EU 시장 내 생산거점을
보다 심화하는 S-O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
점인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의 비교우위와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
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아자동차가 EU 전반의 산
업 인프라 발달,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의 접근성, 안정적인 주요 거
시경제실적 등을 고려하고 슬로바키아에 구축한 생산거점을 더욱 심화하여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한 것이 바로 상기 전략을 실천에 옮긴 대표적인 사례
이다. 또한 기아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슬로바키아 진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동반 진출한 사례로도 그 의미가 크다. 다음으로 EU 내 신
흥시장 슬로바키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과 양호한 시장 접근성 등 슬로
바키아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슬로바키아의 정부조달시장 참
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U의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이
며,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
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최근 슬로바키아의 공공조달
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슬로바키아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회원국 중 하나인 슬
로바키아에 거점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 진
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현지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 혹은 극복하는
전략(W-O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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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경쟁력 및 인식부족과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
하고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
거점을 슬로바키아로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슬로바키아 정부조달시장 참여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상호간 기업문
화 불일치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정부 부족이라는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
략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슬로바키아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
다. 이는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가장 비중 있게 제시한 대
표적인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슬로바키아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S-T 전략) 중 첫째로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비세그라드 4국(V4) 내수시장
진출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주요 수출품의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과 첨단기술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유로존 재정위기, 브렉시트 등 EU 전반의 경기침체
와 성숙기에 접어든 EU 시장의 제한적 성장성을 극복하고 V4 내수시장을 공략
한다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EU 내 시장･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둘째 S-T 전략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시장차별화 및 제품차별화 등을 통해 우
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은 물론 우리 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적
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또한 EU 내 경제상태 및 경기 구조 등도 지역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권역별로 분류한 시장차별화도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밖의 S-T 전략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거점을 슬로바키아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높은 임금상승률에 따른 생산비의
가파른 증가세와 까다로운 환경조건 등 EU의 각종 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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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슬로바키아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
는 중장기적 전략(W-T 전략)으로는 첫째 슬로바키아 포함 V4 시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유럽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하
면 현지시장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접근 자체가 어려우며, EU의 각종 기술 장
벽 및 시장의 제한성과 같은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지 시장에
대한 전문성은 필수적이다. 둘째 한류문화 홍보를 통한 한국 제품 이미지 개선
이라는 전략을 제안해볼 수 있다. 드라마 및 K-POP 등의 한류문화 홍보는 양
측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기업문화의 불일치라는 약점을 보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모
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사이의 이해 및 교류 부족과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는 고위급 외교와 이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국문요약 • 9

차례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7
제2장 슬로바키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23
1. 경제동향 ································································································24
가. 최근 경제현황 및 특징 ····································································24
나. 향후 전망 ·························································································31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32
가. 산업구조 ··························································································32
나. 주요 산업정책 ··················································································36

제3장 자동차 산업 ····················································································45
1. 산업 개황 ·····························································································46
가. 개황 ································································································46
나. 유럽 자동차시장과 슬로바키아 ·······················································47
2. 산업 및 시장의 구조와 동향 ·································································49
가. 산업구조 ··························································································49
나. 산업동향 ··························································································53
다. 시장 구조 및 동향 ············································································58
3.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62

제4장 인프라 산업 ····················································································65
1. 산업 개황 ·····························································································66
가. 개황 ································································································66

차례 • 11

나. 유럽과 슬로바키아의 인프라 산업 비교 ··········································67
2.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동향 ·································································68
가. 에너지/환경 인프라 ·········································································68
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76
다. 기타 ··································································································80
3.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81

제5장 대슬로바키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85
1. 한･슬로바키아 무역･투자 현황 ···························································86
가. 무역 ··································································································86
나. 투자 ··································································································90
2.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92
가. 외부환경 분석 ··················································································93
나. 내부환경 분석 ··················································································97
3. 슬로바키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99
가. S-O 전략 ·······················································································102
나. W-O 전략 ·····················································································105
다. S-T 전략 ························································································106
라. W-T 전략 ······················································································108

참고문헌 ··································································································110
부록: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관련 설문조사 ······································116

Executive Summary ···········································································120
12 •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과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표 차례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9
표 2-1. V4 국가 경제 현황(2015년 기준) ···········································24
표 2-2. 슬로바키아, V4 국가, EU 28개국의 무역개방도 및 역내 수출,
수입 비중(2015년 기준) ··························································28
표 2-3. 슬로바키아 및 주변국의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32
표 2-4. 슬로바키아의 GDP 구성요소 성장률 추이와 전망 ·················32
표 2-5. 슬로바키아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34
표 2-6.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별 대세계 RCA 지수 ·························35
표 2-7. 슬로바키아 투자 인센티브 제공 원칙 ······································38
표 2-8. 산업생산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 요건 ······································39
표 2-9. 2014~20년 EU 기금 운영 프로그램 ······································41
표 2-10. 2014~20년 EU 기금 운영 프로그램 중 산업 관련 세분화된
목표 ··························································································42
표 3-1. 슬로바키아 OEM 완성차업체 현황 ·········································51
표 3-2. 슬로바키아 기업의 자동차 산업에의 R&D 지출 현황 ············57
표 3-3. 2015년 슬로바키아에서 판매된 10대 승용차 제조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 ······································································61
표 3-4. 2015년 슬로바키아에서 판매된 10대 승용차 세부 브랜드별
시장점유율 현황 ·······································································62
표 3-5.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의 SWOT 분석 ·································63
표 3-6. 슬로바키아 승용차 생산 및 매출 전망 ····································63
표 4-1. 슬로바키아 및 주변 국가의 인프라 산업 보상/위험도 지수 ···67
표 4-2. 슬로바키아에서 진행 중인 에너지 프로젝트 현황 ··················74
표 4-3. 슬로바키아 ICT 부문 개요 ······················································76
표 4-4. 슬로바키아 통신 인프라 보급 현황 ·········································79
표 4-5. 슬로바키아 ICT 산업의 고용 현황 ··········································80
표 4-6. 슬로바키아 에너지 인프라 산업의 SWOT 분석 ·····················82
표 4-7. 슬로바키아 전력생산 전망 ·······················································82

표 차례 • 13

표 4-8. 슬로바키아 ICT 인프라 산업의 SWOT 분석 ··························83
표 4-9. 슬로바키아 ICT 인프라 보급 전망 ··········································83
표 5-1.
표 5-2.
표 5-3.
표 5-4.
표 5-5.

우리나라의 대슬로바키아 수출입 추이 ···································86
우리나라의 대슬로바키아, V4, EU 28 수출 추이 ··················86
우리나라의 대슬로바키아, V4, EU 28 수입 추이 ··················88
2015년 대슬로바키아 품목별 수출입 현황 ·····························89
한국의 슬로바키아, V4에 대한 산업별 투자
(2003~13년 누적 투자액) ·······················································91
표 5-6.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핵심 외부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95
표 5-7.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요인 평가 ····························6
표 5-8.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핵심 내부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97
표 5-9.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의 핵심 내부요인 평가 ··························99
표 5-10. 중장기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전략 도출을 위한 SWOT
Matrix ···················································································100

14 •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과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그림 차례

그림 2-1. V4 국가의 GDP 증감 추이 ··················································25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
그림 2-8.
그림 2-9.

EU 28개국 대비 V4 국가의 1인당 GDP 수준 ····················26
슬로바키아 및 V4의 경제성장률 ·········································26
슬로바키아 및 V4의 실질 GDP 추이 ··································27
GDP 대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추이 ··································28
슬로바키아 및 V4 실업률 추이 ············································29
슬로바키아 및 V4 만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 추이 ·············29
슬로바키아 FDI 유입규모 추이(Stocks) ·····························30
경상수지 및 경상수지 구성요소의 변화 추이 ······················31

그림 2-10. 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진행 및 승인 절차 ····························37
그림 2-11. 2016년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상한선 현황 ························38
그림 2-12.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지역별 실업률 기준 ·················39
그림 3-1. 슬로바키아 총 산업생산에서 자동차 생산의 비중 ···············47
그림 3-2. 2015년 EU에서 생산된 자동차 및 승용차 현황 ··················48
그림 3-3. 자동차 생산 노동자 1인당 자동차 생산 규모(2013년) ·······49
그림 3-4. 슬로바키아의 공급네트워크 구조 ········································50
그림 3-5. 슬로바키아 자동차 생산 관련 업체 입지현황 ······················52
그림 3-6. 슬로바키아 3대 완성차업체의 승용차 생산 동향 ················53
그림 3-7.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부속품 생산 ·······································54
그림 3-8.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 관련 종사자 수 ·····························55
그림 3-9.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부문 수출 현황 ··································56
그림 3-10. 자동차 부속품 수출을 위한 생산 ··········································56
그림 3-11. 생산된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시장 ···57
그림 3-12. 자동차 산업의 매출 규모 ······················································58
그림 3-13. 차종별 신규 등록 현황(상용차 포함) ···································59
그림 3-14. 2005~15년 슬로바키아 신규 승용차 등록 대수 ·················60
그림 3-15. 연료의 종류에 따른 승용차 등록현황(2015년) ···················60

그림 차례 • 15

그림 3-16. 승용차의 크기별 등록현황 ···················································61
그림 4-1. 슬로바키아와 EU 28개국의 에너지원별 총 소비량 비교
(2014년 기준) ······································································68
그림 4-2. 슬로바키아 에너지 생산 추이 ··············································69
그림 4-3.
그림 4-4.
그림 4-5.
그림 4-6.
그림 4-7.
그림 4-8.

슬로바키아 에너지 생산 믹스(2015년, ktoe 기준) ············70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수출 ···················································70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수입 ···················································71
슬로바키아와 EU 28의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의존도 비교 ···72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전력가격: 기업용 ···························73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전력가격: 가정용 ···························73

그림 4-9. 슬로바키아의 원자력 발전소 ···············································74
그림 4-10. 슬로바키아의 디지털 경제 지수(2015년) ····························77
그림 4-11. GDP 대비 ICT 산업(ICT 서비스) 비중 ·······························78
그림 4-12. 총 고용 중 ICT 산업(ICT 서비스) 고용 비중 ······················78
그림 4-13. 슬로바키아 무선통신 시장의 시장점유율 현황
(2015년 3/4분기) ································································80
그림 4-14. 슬로바키아 주요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현황(2015년) ····81
그림 5-1. 대슬로바키아 주요 10대 수출품 추이 ·································89
그림 5-2. 한국의 대슬로바키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90

글상자 차례
글상자 4-1. 슬로바키아의 대표 에너지 기업 ·········································75
글상자 5-1. 한국 자동차 산업의 현지 진출 사례 ·································104

16 •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과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제1장
서론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비세그라드 4국1)은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
장 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
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한국과 EU와의 FTA가 공식 발
효된 2011년 7월 1일 이후, EU 전반의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의 대EU 수출실
적은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비세그라드 4국에 대한 수출 실적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이들은 또한 우리의 대표적인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이다.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비세그라드 4국 경제성장의 역동성은 최근
들어 점차 회복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4%대 이상의 경제성장세를 보여줌으
로써 다시 EU 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세그라드 4국은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과 EU 가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슬로바키아는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에 가장 모범적인 성공사례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비세그라드 4국의 GDP 규모는 EU 전체에서
5.4%에 불과하지만, FDI 유입규모는 11.7%에 달하며, 2014~20년 EU 구조
기금 총액의 약 28%에 해당하는 1,265억 유로의 지원을 배정받았다. 특히 슬
로바키아는 체제전환과 EU 가입 과정에서 추진된 FDI 유치 및 산업개발 정책
이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되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슬로바키아 진출
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구매력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EU시장 접근을 고려하여 최근 우리 기업
및 정부는 전술한 비세그라드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
나, 여타 비세그라드 국가에 비해 슬로바키아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
하다. 지난 2015년 12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순방 시,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비세그라드 4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개최, 이들과의 협력 강화를 동
시에 추진한 바 있다. 따라서 슬로바키아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산업협력을
1) 비세그라드 4국은 슬로바키아를 포함하여 중부유럽의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으로 1991년 2월 15일
헝가리의 비세그라드에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3국이 ‘비세그라드 선언’을 채택한 이후
제도화된 국가간 지역협력체로 발전하였으며, EU 가입 이후에도 과학기술, 교육, 국경관리, 사회발전정
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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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가 거의 부재한 슬로바키아의 유망산업에 대한 심
층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과제명
1

선
행

연구목적 및 - 폴란드 경제 및 주요 유망산업, 폴란드 시장, 산업협력 및
주요연구내용 진출방안 모색
연구방법론

주
요

과제명
2

연
구

문헌조사, 현지조사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체코 주요 산업(이철원, 이현진, 김병호
2010)

연구목적 및
- 체코 경제 및 주요 유망산업, 체코 시장, 산업협력 및 진출방안 모색
주요연구내용
연구방법론
과제명

3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폴란드 주요 산업(이철원, 이현진, 강세나
2013)

문헌조사, 현지조사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헝가리 주요 산업(이철원, 김용성 2008)

연구목적 및
- 헝가리 경제 및 주요 유망산업, 헝가리 시장, 산업협력 및 진출방안 모색
주요연구내용
연구방법론

문헌조사, 현지조사

- 슬로바키아 경제, 산업구조 및 주요 유망산업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실질
연구목적 및
적인 한·슬로바키아 경제협력 방안 제시
내용의 차별성 - 단편적인 정보 전달 및 동향 조사에 그치지 않고 슬로바키아 시장 및 유망산
업을 다각적으로 분석
- 산업선정과 현지시장 진출 전략 도출에 있어 SWOT 분석 기법에 설문 조사
연구
연구방법론의 를 결합하고 무역통계 분석에 기초하여 산업 경쟁력 진단
차별성
차별성
- 슬로바키아 KOTRA 무역관의 협조와 현지조사 강점을 잘 활용,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보다 현장감 있는 연구
기타 차별성

-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관과 주슬로바키아 한국 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
해 생생한 현장감을 가미한 지역 연구
- 슬로바키아를 거점으로 EU 시장 진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 마련에 일조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는 EU 회원국 중 가장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보여주고 있
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비교적 활발한 슬로바키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비세그라드 경제협력 증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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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재정위기 이후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EU 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
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체제전환과 EU 가입 이후 가장 성공적인 경제발전
을 보이고 있는 신규회원국 슬로바키아와 한국과의 가능성 있는 산업 협력 방
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중
심으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국가에 관한 연구자료가 발간된 적
은 있으나, 주요 정보를 단편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상기 3국 관련 자료에 비하면, 슬로바키아 산업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자료 등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전혀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보를 단편적으로 전달하거나 단순한 동향 파악에 그치지
않고 슬로바키아 시장 및 유망산업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우리정부 및 기업의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지역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KIEP가 전략지역심층연구 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연구는 EU 신규회원국이며 비세그라드 4국 중 하나
인 슬로바키아 경제의 잠재력과 한국과의 산업협력 가능성을 분석한다. 즉 자
동차와 인프라 부문을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으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고 현
지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슬
로바키아의 주요 산업별 위험 요인, 잠재력, 협력 혹은 진출 가능성 등을 분석
한다.
본 연구는 관련 자료 및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분석함은 물론, 슬로바
키아 현지 문헌을 포함하여 다수의 외국 문헌 및 통계 또한 수집·분석하여 주요
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EU 시장에서의 경
합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제조업의 무역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함께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과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연구의 객관
성을 강화하였다. 2016년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정보 및 자료수집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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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정부기관과 진출기업 인터뷰를 위해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질리나,
갈란타 등의 출장을 추진하였고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관, 주슬로바키아 한국대
사관, KOTRA 무역관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슬로바키아에
진출해있는 50여 개 한국 기업 가운데 37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
SWOT 분석에 설문 결과를 결합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경험이 반영된 시장진
출 전략을 도출하였다.2) 즉 슬로바키아 진출의 외부요인과 내부요인 분석에 있
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지 주재원 및 슬로바키아 시장 전문가에 대한 설
문 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내외부 요인들의 중
요도와 평가를 측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장기 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자동차와 인프라 부문을 슬로바키아 주요 산업으로 선정, 각 산업
의 개황을 포함하여 관련 정책, 해당 산업의 부문별 세부동향, 향후 전망과 성
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슬로바키아 경
제에서 해당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성과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
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슬로바키아에 기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 대
상 설문결과를 보완,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KOTRA의 무역투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슬로바키아 및 비세그라드 국가의 산업관련 문의 사항이 주로 어떤 산
업에 집중되는지에 대해서도 참고하였다.3)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부품 부문
으로 구분하고 인프라 산업은 수송, 에너지/환경, ICT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되, 에너지/환경과 ICT 부문은 폴란드를 비롯한 여타 비세그라드 국가에서 우
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바, 이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슬로바키아 경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비세
그라드 전반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산업구조와 주요 산업정책을

2) 이철원, 이현진, 강세나(2013), pp. 123~150 참고.
3) 최근 5년간 슬로바키아 관련 문의 건수는 총 32건으로 이 가운데 직접적인 자동차 산업 문의가 4건, 자
동차 연관 산업인 기타 기계 2건 및 전기전자 2건 등으로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의 총 12건 중 8건
이 자동차 관련 산업에 집중되었다. 슬로바키아 산업 관련 문의 건수가 너무 작아 범위를 비세그라드 전
체로 확대하면, 자동차 및 전기전자 산업 다음으로 인프라 산업 관련 문의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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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자동차와 인프라를 각각 제3장과 4장에서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
업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
는 대슬로바키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슬로바키아 경제협력 현황,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슬로바키아 시장 중장기 진출 전략 등으로 나
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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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슬로바키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1. 경제동향
가. 최근 경제현황 및 특징
슬로바키아는 인구 540만 명, 명목 GDP 781억 유로 규모의 소규모 개방 경
제를 지향하는 국가이다. 2004년 EU 가입을 전후하여 유입된 대규모의 외국
인직접투자와 수출 주도형 경제에 기반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슬
로바키아 소득수준은 2000년 기준 EU 28개국 평균 1인당 GDP의 50% 정도
였으나, 2015년에는 77%까지 향상되었다. 2000년 대비 2015년 슬로바키아
의 경제규모는 3.5배로 V4 국가가 2.5배 상승한 것과 비교해도 매우 빠르게 경
제규모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주
요 동력으로는 EU 가입 전후 유입된 대규모의 제조업 중심 외국인직접투자를
비롯한 활발한 투자와 교역활성화를 들 수 있다.

표 2-1. V4 국가 경제 현황(2015년 기준)
구분

인구수
(천 명)

명목 GDP
1인당
EU 28개국과의 비교
2015년
(억 유로) GDP(PPS, 유로) (1인당 GDP 대비 %) 경제성장률(%)

슬로바키아

5,421

781

22,200

76.7

3.8

V4

63,821

7,814

21,675

72.4

3.8

EU 28

508,293

146,351

28,800

100

2.2

주: V4의 1인당 GDP는 4개국의 1인당 GDP 평균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GDP and main components,” http://appsso. eurostat.ec.europa.eu/nui/show.do(검색일:
2016. 9. 29); Eurostat, “GDP per capita in PPS,” http://ec.europa.eu/eurostat/tgm/후략(검색일: 2016.
9. 29);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sex,”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
색일: 2016. 9. 28).

슬로바키아의 경제는 2007년까지 10%대의 고성장률을 유지하며 체제전환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의 취약성으로 대외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슬로바키
아 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내 반등하는 듯 했던 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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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키아 경제는 2012년 유럽재정위기 여파로 인해 유로존 역내 수출수요가 감
소하면서 성장 동력인 수출 약화로 2012~13년 1%대의 저성장세에 머물렀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나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
되고 있는 추세로, 2014년 2.6%와 2015년 3.8%의 경제성장세가 이어지고 있
다. 이는 V4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EU 28개국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세는 견실한 투자와 민간소비에
서 기인한 것으로 특히 EU 기금이 지원하는 건설 및 인프라 분야로의 활발한
투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3.8%의 경제성장률에
서 차지하는 투자의 기여도는 총 2.9%p로, 이는 2005년 이후 최대이다.4)
슬로바키아는 수출 주도형 경제로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
다. EU 가입 이후 서유럽의 생산기지가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중부유럽으로 이
전하면서, 슬로바키아의 EU 역내교역 또한 크게 활성화되었다. 특히 서유럽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EU 역내 교역 의존도가 70~80%까

그림 2-1. V4 국가의 GDP 증감 추이
(기준 2000년=100)

자료: Eurostat, “GDP and main components,”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검색일: 2016. 9. 29).
4) European Commission(2016d),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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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EU 28개국 대비 V4 국가의 1인당 GDP 수준
(기준 EU 28=100)

주: PPP기준 1인당 명목 GDP임. EU 28개국의 1인당 GDP가 100일 때.
자료: Eurostat, “GDP per capita in PPS,” http://ec.europa.eu/eurostat/tgm/table.do?tab=table&init=1&language=
en&pcode= tec00114&plugin=1(검색일: 2016. 9. 29).

그림 2-3. 슬로바키아 및 V4의 경제성장률
(단위: %)

자료: Eurostat, “GDP and main components,”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
nama_10_gdp&lang=en(검색일: 201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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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슬로바키아 및 V4의 실질 GDP추이
(2008년=100)

자료: Eurostat, “GDP and main components,”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
nama_10_gdp&lang=en(검색일: 2016. 8. 14).

지 상승, 다른 EU 역내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역내교역 비중이 높은 편이다.
슬로바키아의 무역개방도는 2015년 기준 내수 위주인 폴란드가 포함된 V4 전
체(131.9%)보다 훨씬 높은 166.9%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슬로바키
아의 수출 경쟁력 향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수출증대와 무
역수지 개선이 점차 이루어졌다.
실업률은 2013년 말부터 내수가 활성화되면서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8월에는 9.5%로 2009년 초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17
년 슬로바키아 내 랜드로버 생산기지 이전 등 투자 확장으로 인한 내수 활성화
로 실업률은 더욱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슬로바
키아의 실업률은 V4 국가 평균 및 EU 28개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비교적
큰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실업률은 미약하게나마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는 가운데, 슬로바키아
제조업 분야의 명목 단위노동 비용은 2010~13년 기준으로 인근 체코보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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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상승하였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명목 단위노동 비용은 2010~14년 사
이 매년 4.2%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체코(3.4%)보다 높은 수치

표 2-2. 슬로바키아, V4 국가, EU 28개국의 무역개방도 및 역내 수출, 수입 비중(2015년 기준)
(단위: %)

구분

무역개방도

슬로바키아
V4
EU 28

역내 비중
수출

수입

166.5

84.4

70.4

109.7

81.7

75.6

61.2

63.2

63.3.

주: 무역개방도는 GDP 대비 상품의 총 교역액(수출과 수입의 합) 비중을 의미함.
자료: 무역개방도-IHS Database(2016), http://connect.ihs.com/insight/economics(검색일: 2016. 10. 31); 역내비
중-Eurostat, “Main GDP aggregates per capitan,”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ubmitViewTable
Action.do(검색일: 2016. 9. 28).

그림 2-5. GDP 대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추이
(단위: %)

자료: Eurostat, “GDP and main components,”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검색일: 201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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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슬로바키아 및 V4 실업률 추이
(단위: %)

주: EU 28, V4는 유럽연합 28개국 평균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Unemployment by sex and age-monthly average,”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
show.do?dataset=une_rt_m&lang=en(검색일:2016. 8. 14).

그림 2-7. 슬로바키아 및 V4 만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Eurostat, “Unemployment by sex and age-monthly average,”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
show.do?dataset=une_rt_m&lang=en(검색일:201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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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5) 임금상승은 가계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슬로바키아의 경제 성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슬로바키아아의 경제 특성상 단
위노동 비용의 상승은 상품의 단위 비용을 높여 수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슬로바키아는 1989년 체제전환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시작되었으며,
EU 가입 여부가 확정된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기업의
대규모 생산시설이 투자진출 형태로 급격하게 유입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FDI 유입추세는 급격하게 둔화되었으나, EU 가입 전후 대규모 FDI
유입에 따른 제조업 기반 확충은 슬로바키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
였다.

그림 2-8. 슬로바키아 FDI 유입규모 추이(Stocks)
(단위: 십억 유로, %)

자료: Eurostat, “EU direct investments-main indicators,”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bop_
fdi_main&lang=en(검색일: 2016. 8. 8).

슬로바키아의 경상수지는 EU 가입 시점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2년 기준 흑자로 전환되었다. 경상수지의 흑자 전환 양상은
V4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상품수지 개선이 기인하는 바가 크
5) European Commission(2016a),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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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U 가입 전후로 서유럽의 역내 국가는 물론 역외 국가 또한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V4 국가에 서유럽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를 건설하였으며, 이는 제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그림 2-9. 경상수지 및 경상수지 구성요소의 변화 추이
(단위: 십억 유로)

(1) 슬로바키아

(2) V4

주: 4/4분기 이동평균 수치임.
자료: Eurostat, “Balance of payments by country-quarterly data(BPM6),”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nui/show.do?dataset=bop_c6_q&lang=en(검색일: 2016. 10. 27).

나. 향후 전망
슬로바키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이후 대외경제의 부
정적 여파에 따른 해외 수요의 위축으로 저성장세가 2007년 이후 지속되었으
나 2013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슬로바키아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민간소비와 투자의 활성화가 주된 요인이다.
향후 슬로바키아의 경제전망에 있어서도 민간소비 및 투자 주도하에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실업률
과 임금의 상승은 가계 가처분 소득을 높여 민간소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이와 동시에 ECB의 신용조건완화 정책으로 가계 소비가 활성화될 것
으로 보인다. 이에 슬로바키아는 2017년에 3%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7~18년 슬로바키아가 유치에 성공한 랜드로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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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지 이전으로 대규모 투자유입이 예상되면서 향후 슬로바키아 경제 전망
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 슬로바키아 및 주변국의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국가

’11

’12

’13

’14

’15

’16

’17

’18

’19

(단위: %)

’20

슬로바키아

2.8

1.5

1.4

2.5

3.6

3.3

3.3

3.5

2.9

3.4

체코

2.0

-0.7

-0.5

2.7

4.6

2.5

2.7

2.6

2.8

2.7

헝가리

1.8

-1.7

2.0

3.6

2.9

1.8

2.6

3.0

2.9

2.6

폴란드

5.0

1.6

1.3

3.3

3.6

3.4

3.3

3.2

3.0

3.0

주: 밑줄은 전망치임.
자료: IHS Database(2016), http://connect.ihs.com/insight/economics(검색일: 2016. 10. 31).

표 2-4. 슬로바키아의 GDP 구성요소 성장률 추이와 전망

구분
민간소비
정부지출

(단위: %)

’13

’14

’15

’16

-0.8

1.4

2.2

2.9

’17

3.3

2.2

5.3

5.4

2.3

2.5

투자

-0.9

1.2

16.9

-0.9

4.9

수출

6.7

3.7

7.0

5.2

5.2

수입

5.6

4.4

8.1

4.0

5.6

주: 밑줄은 전망치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6c), p. 121.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슬로바키아의 총 부가가치 대비 산업별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농림수산
업 3.7%, 광공업 27%, 서비스업 7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비중의
확대로 전반적인 제조업 비중은 점차 줄어들었으나, 2004년 5월 EU 가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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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연관 산업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중에
는 건설, 정보통신 및 전문 서비스 부문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농림수산업은 지
속적으로 비중이 축소되었다.
슬로바키아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광공업에 집중된 산업구조의 특
징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서비스 산업과 소비재 산업은 낙후된 상태였다. 한
편 지역 특성상 전통적으로 임업이 발달하였다. 시장경제 자본주의로의 체제전
환 이후 슬로바키아 산업은 농업부문의 침체, 공업부문의 비중 축소 및 3차 산
업의 약진이 꾸준하게 진행되었다. 농업 및 제조업 생산의 GDP 대비 비중은
1990년대 체제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위축된 반면, 선진 시장경제의 전형적인
산업구조와 유사한 패턴을 따라가면서 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한편 농
산물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농업부문은 체제전환 이후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of Industry Classification)
3버전6)을 기준으로 슬로바키아 주요 산업별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현시
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7)를 측정하였다.

6) ISIC는 Rev. 1, Rev. 2, Rev. 3, Rev. 3.1, Rev. 4 등 여러 가지 버전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
산업분류(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8버전과 비교적 유사한 ISIC 3버전을 사용하였다.
HS 2단위 코드로의 전환이 비교적 수월한 ISIC 3버전과 KSIC 8버전의 경우 2단위 코드에서는 산업구
분이 매우 유사하다.
7) 각국의 비교우위 체계를 검토하기 위한 RCA 지수는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시장점유율의 단순한 비교
가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간 비교에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RCA 지수는 국별 시장점유율과 품목별 시
장점유율을 동시에 감안함으로써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간에도 경쟁력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
표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품목의 RCA 값이 1보다 크면 해당 국가는 그 품목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 [식 1]
   
 :  국의  품목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
 :  국의  품목 세계 수출액,  : 전 세계의

 품목 수출액

 :  국 총 수출액,  : 전 세계의 총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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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슬로바키아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단위: 총 부가가치 대비 %)

구분

1995

2004

2007

2015

농림수산업

5.6

4.1

4.0

3.7

- 농업

4.3

3.3

3.1

2.7

- 임업

1.3

0.8

0.9

0.9

- 어업

0.0

0.0

0.0

0.1

광공업

26.7

24.0

23.9

23.0

- 광업

1.0

0.5

0.6

0.5

- 제조업

25.7

23.5

23.3

22.5

- 식음료품, 담배

3.2

2.3

1.9

1.4

- 섬유, 가죽 및 관련제조

1.9

1.4

1.2

0.9

- 목재, 제지, 인쇄

2.6

1.8

1.9

1.8

- 석유정제

2.0

1.6

0.9

0.7

- 화학 및 화학제품

2.9

0.8

0.8

0.8

- 기초약폼

0.6

0.2

0.2

0.1

- 고무 및 플라스틱

2.4

2.4

2.4

2.6

- 1차 금속

4.0

5.2

5.6

4.5

- 컴퓨터, 전자, 광학제품

0.6

0.7

1.0

0.9

- 전자제품

0.8

0.9

0.9

1.2

- 기계

1.9

1.5

1.5

1.6

- 자동차, 트레일러 등 및 관련 부품

1.1

2.6

3.2

4.4

- 가구

0.8

1.0

0.8

0.8

- 기타제조업

1.1

1.1

1.0

0.8

67.7

71.9

72.1

73.3

- 전기, 가스

3.9

5.1

5.2

2.9

- 수도공급

1.1

0.9

0.9

1.1

- 건설

5.2

6.1

7.9

7.9

- 도소매, 운송, 숙박, 음식점

21.9

22.4

21.6

21.8

- 정보통신서비스

2.9

3.9

4.1

4.0

- 금융보험업

6.1

3.8

3.4

4.3

- 부동산

6.8

7.8

6.8

6.5

- 전문서비스

4.2

5.7

6.5

7.7

- 공공행정, 안보, 교육

14.0

14.0

12.9

13.3

- 예술 등 기타 서비스

1.7

2.2

2.8

3.8

100

100

100

100

서비스업

총 부가가치

자료: Eurostat, “National Accounts aggregates by industry,”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
do?dataset=nama_10_a64&lang=en(검색일: 201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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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별 대세계 RCA 지수
코
드

품

목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01 농축산업

0.498

0.559

0.654

0.571

0.461

02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2.709

2.070

1.944

2.196

1.870

05 어로, 양식 및 관련 서비스업

0.025

0.089

0.021

0.021

0.043

10 석탄광업

0.007

0.009

0.011

0.013

0.016

11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및 관련 서비스업

0.097

0.115

0.111

0.081

0.129

12 우라늄 및 토륨 광업

0.000

0.000

0.000

0.000

0.000

13 금속광업

0.032

0.035

0.039

0.030

0.030

14 기타 광업

0.632

0.646

0.531

0.443

0.499

15 음식료품 제조업

0.555

0.591

0.663

0.570

0.486

16 담배 제조업

0.000

0.001

0.011

0.019

0.031

17 섬유제품 제조업

0.547

0.560

0.554

0.534

0.525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596

0.582

0.537

0.523

0.531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42

1.731

1.365

1.452

1.379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456

1.386

1.358

1.220

1.160

2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334

1.250

1.263

1.246

1.184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942

0.908

0.917

0.889

0.867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749

0.841

0.756

0.739

0.628

2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0.365

0.406

0.339

0.378

0.386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591

1.726

1.643

1.675

1.716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255

1.276

1.287

1.127

1.039

27 1차 금속 제조업

1.359

1.196

1.120

0.965

1.045

2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567

1.599

1.492

1.489

1.495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971

1.023

0.999

1.059

1.053

30 사무용 기계 제조업

0.308

0.423

0.490

0.707

0.603

31 전자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12

1.186

0.989

0.974

0.926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096

2.917

3.012

2.982

2.640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262

0.313

0.307

0.292

0.286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491

2.732

2.959

3.101

3.064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298

0.196

0.198

0.153

0.187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0.909

0.818

0.759

0.777

0.713

주: RCA 지수가 1보다 큰 산업의 경우 굵은 글씨로 표기함.
자료: KIEP DB(검색일: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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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과 같이 슬로바키아의 대세계 RCA 측정 결과, 슬로바키아는 과거 비
교우위가 있던 농축산업과 광업 등 1차 산업 경쟁력은 점차 상실되었으며, 제
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다만 슬로바키아가 중부유럽 인근에서
대표적인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임업 및 벌목업 관련 부문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과 종이·종이
제품 제조업 부문에서의 경쟁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슬로바키아는 제
조업 가운데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과 고
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체제
전환과 EU 가입 과정에서 슬로바키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자동차 및 전
자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됨은 물론 연관 산업인 1차 금속, 금속가
공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의 경쟁력도 동시에 향상된 것
으로 분석된다.

나. 주요 산업정책
슬로바키아 산업은 1990년대 초 체제전환과 2000년대 중반 EU 가입을 전
후로 크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
치를 통한 제조업 기반 구축과 산업경쟁력 제고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가장 대
표적이고 전형적인 산업 정책이었다. 인근 비세그라드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영
기업 민영화가 체제전환을 위한 개혁과 개방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으며, 당시
슬로바키아 내부에서는 자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서유럽 기업을 비롯한
서방으로부터 FDI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EU 가입을
준비하는 차원의 일환으로 강도 높은 개혁·개방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
으며, 이는 곧 슬로바키아의 투자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FDI 유입은 더욱 증대
되었다. EU 가입 이후에는 각종 EU 기금을 적극 활용, 인프라 산업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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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주력하였다.

1) 투자 인센티브
투자 인센티브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현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

해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슬로바키아의 ｢투자보조
금법(Act on Investment Aid)｣에 의해 정부 예산 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지역개발보조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EU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국가보조금
(State Aid)에 비해 자유롭게 운용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성격, 인센티브 종
류 등에 따라 200만~2,000만 유로 상한선 내에서만 제공된다면 EU 집행위원
회의 승인을 득하거나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8) 즉 전적으로 슬로바키아 정부
의 소관인 것이다. 잠재투자자가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그림 2-10]의 여러
단계를 거쳐 슬로바키아 경제부가 최종적으로 투자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그림 2-10. 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진행 및 승인 절차

자료: Ministry of Economy(2016), p. 10
8) Čechová & Partners(2013),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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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슬로바키아 투자 인센티브 제공 원칙
수혜 가능 프로젝트 분야 산업, 기술센터, 서비스센터, 관광업
인정되는 비용

토지 취득, 건물 취득 및 건설, 과학기술장비 및 기계 취득, 장기 무형
자산(라이선스, 특허 등)

인센티브 제공 형태

신규 일자리에 대한 기여, 국유/시유 재산에 대한 염가 취득, 현금 지
원, 세금공제

자료: SARIO(2016b), p. 13.

투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분야는 크게 ① 산업 ② 기술센터 ③ 서비스센터
④ 관광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인센티브를 수혜하기 위해 인정되는 비용의 범
위가 [표 2-7]과 같이 정해져 있으며,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형태도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나 범위
가 달라지나, 수혜 가능 상한선은 [그림 2-11]과 같이 지역에 따라 서부 최대
25%, 중부와 동부는 최대 35%이다. 수도인 브라티슬라바 지역은 인센티브 수
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의 투자 시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되는데,
소기업의 경우 20%, 중기업의 경우 10%씩 상향조정될 수 있다.

그림 2-11. 2016년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상한선 현황

자료: SARIO(2016b),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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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산업생산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 요건
구분

실업률≤100% 100%<실업률<135% 135%≤실업률

최빈 지역

€10,000,000

€5,000,000

€3,000,000

€200,000

중소기업 최소 투자 요건 €5,000,000

€2,500,000

€1,500,000

€100,000

50%

40%

30%

최소 투자 요건
생산에서 신규기술의
최소 가치

60%

자료: Ministry of Economy(2016), p. 5.

그림 2-12.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지역별 실업률 기준

주: 실업률≤100%: SI, SE, MY, TT, GA, DS, NM, PN, HC, SA, NZ, NR, TO, TN, BN, PE, ZM, IL, PU, PB,
ZA, MT, RK, BB, ZV, TS, LM, PP, KE.
100%<실업률<135%: BY, CA, KM, NO, DK, PD, TR, ZH, ZC, LV, KN, KA, DT, BR, SL, SN, PO, HE.
135%≤실업률: BJ, SP, ML, SV, LE, GL, KS, MI, BS.
최빈 지역: VK, LC, PT, RS, RA, RV, KK, SB, SK, VT, TV, SO.
자료: KPMG(2016), p. 30.

완성차업체들은 ‘산업생산 프로젝트’로 분류되어 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혜
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최소 투자 요건을 갖추
어야 하는데, 이 역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최소 투자 요건의 절반 규
모에 해당되는 요건이 적용된다. 다만 투자 인센티브 제공 목적이 지역 내 실업
감소인바, 구체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투자 상한선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실업률에 의해 결정된다(표 2-8, 그림 2-12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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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기금 활용
슬로바키아의 산업 정책은 인프라 위주의 지역간 불균형 축소, 비즈니스 환
경 조성,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및 에너지 중심으로 계획되어있다. 이러한 정책
은 EU 2020 전략하에 국가 발전 목표 수립을 중심으로 계획되어있다. 인프라
위주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증설, 대중교통시설 등
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공행정의 현대화 시스템을 적용하여 행정효율화
및 경영환경 개선을 추고하고자 하였다. 특히 슬로바키아 정부는 장기 전략 중
하나인 ‘RIA 2020’을 채택하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감소하고자 하였
으며, 진출한 스타트업 지원, 기존 진출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였다.
슬로바키아의 산업 정책 수행에 대한 금융 지원은 EU 기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은 EU 기금으로 2015년 기준
슬로바키아의 견실한 성장세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EU 가입 이후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중동부유럽은 이 기금으로 인프라 구축 등 큰 수혜를 받
았다. EU 구조투자기금(European Unio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이하 EU 기금)은 EU 내 지역간 격차 해소 및 고용창출, 조화로운 발전 보장을
위해 낙후 지역에 지원하는 금융 지원수단이다. 이를 통해 회원국간의 사회‧경
제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EU 기금은 5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있
는데, 이 중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와 결속기금(CF: Cohension Fund)이 주로 인프라 산업 구축에 지원되는 기
금이다. 슬로바키아의 주요 공공투자 자금 조달의 80%가 이 기금에서 조달된
다.9)
슬로바키아는 2014~20년 EU 중기 예산에서 배정될 EU 기금 금액이 총
150억 3,200만 유로로 1인당 2,830유로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받을 예정이

9) Ministry of Finance(2016),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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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중 ERDF 명목으로 총 지원받는 금액 중 48%에 해당되는 70억 3,600만
유로, CF 명목으로 총 금액의 27.2%에 해당하는 40억 1,700만 유로를 지원받기로
계획되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확정한 총 9개의 운영프로그램(OP: Operational
Programme)은 EU 기금을 활용한 통합인프라 구축, 환경 질 개선, 연구 및 혁
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20년
간 200억 6,400만 유로의 예산을 기획하였다. 이 중 76.4% 정도를 EU 기금으
로 충당할 예정이며 나머지 23.6%는 국가 공공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슬
로바키아에 지원되는 EU 기금 중 60% 이상이 통합인프라 구축, 환경 질 개선,
연구 및 혁신 분야에 할당되어있는 만큼, 슬로바키아 인프라 구축에 EU 기금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2-9 참고).
슬로바키아 정부는 운영프로그램의 세분화된 목표를 [표 2-10]과 같이 설정
하였다. 통합 인프라 구축에 있어 철도, 도로 등 수송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계
획하여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며, 이는 앞으로 교통인프라로 인

표 2-9. 2014~20년 EU 기금 운영 프로그램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운영프로그램

1

EU 기금

국가예산

총합

배정금액

비중

통합 인프라 구축

3,967

25.9

700

4,667

2

환경 질 개선

3,138

20.5

1,173

4,311

3

연구 및 혁신

2,267

14.8

1,440

3,707

4

인적 자원

2,205

14.4

424

2,629

5

지역 운용프로그램 통합

1,754

11.4

368

2,122

6

지역개발 프로그램

1,545

10.1

540

2,085

7

효율적 공공 행정

278

1.8

57

335

8

기술 지원

159

1.0

28

187

9

어업

16

0.1

5

21

합계

15,329

100

4,735

20,064

자료: Ministry of Finance(2016), p. 45; European Commission, “Programme: Integrated infrastructure-ERDF/
CF,” https://cohesiondata. ec.europa.eu/programmes/2014SK16M1OP001(검색일: 201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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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2014~20년 EU 기금 운영 프로그램 중 산업 관련 세분화된 목표
운영프로그램

세분화된 목표

통합 인프라 구축

- ICT 인프라 구축 : 30Mbps 이상의 브로드밴드 접근성 향상(50가구)
- 철도: 재건축(111km)
TENT-T 재건축(78km)
- 도로: 신규도로(114km)
TEN-T new(126km)
재건축(286km)
- 대중교통 개선 혹은 증설(27km)

환경 질 개선

- 기업 지원(255개)
- 폐기물 재활용(19만 7,466 톤/년)
- 물공급 개선(8만 6,079명)
- 폐수처리(20만 5,046 population equivalent)
- 홍수예방(1만 2,744명)
- Rehabilitated land(452헥타르)
- 서식지 보전(2만 131헥타르)
- 신재생에너지 용량 증설(624MW)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감축(2억 7,890만 kWh/년)
2
- 온실가스 감축(71만 3,500톤/CO )

자료: European Commission, “Programme: Integrated infrastructure-ERDF/CF,” https://cohesiondata. ec.europa.eu/
programmes/2014SK16M1OP001(검색일: 2016. 10. 23).

해 경영환경차원에서 낙후되었던 지역의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직접투
자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 질 개선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확충,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투자하고 있어, 친환경적
인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3) ICT 산업 육성
슬로바키아는 ICT와 금융서비스 분야에 공유서비스 센터 허브 조성을 위해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 ICT 산업 육성은 단순히 고용창출뿐 아니라 고부가
가치 창출, 혁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슬로바키아 내 가장 큰 IT 클러스터
는 두 지역(코시체, 질리나)에 조성되어있다. 코시체에 위치한 IT 밸리는 현재
정부기관, 전 세계 IT 기업(T-System, Siemens 등) 등 30개 이상의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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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어있고 그 지역 내에서 IT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상기 정책은 지난 6년간 6,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으며, 이러한 환
경 조성은 앞으로 슬로바키아의 IT 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
은 환경조성 이외에 구직자의 직업훈련도 이루어져 향후 기업의 IT 인력 확보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질리나 지역의 IT 클러스터 지역은 연구개발(R&D) 지원 및 지식기반 경제
구축을 위한 플랫폼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산-학이 조성되어 기업은 훈련시설
제공과 대학 연구 계획참여, 인턴십 및 연구 프로젝트를 통한 학생과의 교류를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정책과도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앞
으로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자국 기업 육성 과제도 안고 있다. 기존 슬로
바키아 경제의 원동력은 외국인 기업의 진출 및 수출 활성화였다면, 창업 생태
계를 조성하여 혁신 기술을 가진 자국의 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성장의 원동력
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사회, 디자인, 디지털과 과학 분야의 스타트업이 ‘스타
트업 어워즈 SK(Startup Awards, SK)’에 참여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 내 ICT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IT 기업들이 지역 내 기술이전까지 할 수 있도록 촉
진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10)

10) SARIO(2016c),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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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 개황
2. 산업 및 시장의 구조와 동향
3.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1. 산업 개황
가. 개황
자동차 산업은 슬로바키아 경제발전의 근간으로서 중･동부 유럽의 주요 산
업이라고 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산업
생산의 GDP 기여도가 26%, 자동차 산업생산의 GDP 기여도가 12%에 이른다
고 한다.11) 슬로바키아 총 산업생산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3-1]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의 역사는 20세기 초에 시작되어 초기에는 당시 체
코슬로바키아의 자동차 부품공장 역할을 했다. 1970년대 들어 현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 브라티슬라바 자동차공장(BAZ: Bratislavské Automobilové
Závody)과 트르나바 자동차공장(TAZ: Trnavské Automobilové Závody)
이 설립되었는데 이때부터 스코다(Škoda)사와 타트라(Tatra)사의 완성차를
생산하게 되었다.12)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이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
작한 시기는 1990년대 초 폭스바겐(VW: Volkswagen)사가 BAZ를 인수하면
서 부터이다.13) 슬로바키아의 서쪽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
져 2003년 PSA 푸조 시트로엥(PSA Peugeot Citroën; 이하 PSA), 2004년
기아자동차가 진출하여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8년에 재규어 랜드로

11) ZAP SR(슬로바키아 자동차공업협회)의 Juraj Sinay 협회장, Jan Pribula 사무국장 면담 시 입수 자료
(2016. 8. 23,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12) Ibid.
13) AutoNet, “Notes on the Automotive industry in Central Europe: Slovakia, Slovenia, Italy,
Czech Republic, Poland, Germany, Hungary,” http://www.central2013.eu/fileadmin/user
_upload/Downloads/outputlib/Autonet_Framework_Policy_Document.pdf(검색일: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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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Jaguar Land Rover) 공장도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클러스터가 발달
하여 글로벌 OEM 완성차업체뿐만이 아니라 Tier 1, Tier 2 등의 부품공급업
체도 다수 분포해있다.

그림 3-1. 슬로바키아 총 산업생산에서 자동차 생산의 비중
(단위: %)

자료: “Slovakia stays strong in automotive”(2015. 12. 28), http://spectator.sme.sk/c/200675141후략(검색일:
2015. 10. 4).

나. 유럽 자동차시장과 슬로바키아
중･동부 유럽지역은 서유럽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1990년대 이후부터
현대적인 생산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양산에 들어갔으나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
한 성장을 이룩했다. 중･동부 유럽지역 중에서도 특히 슬로바키아가 체코와 함
께 EU 내 주요 자동차 생산지로서 부각되고 있다.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
(ACEA)에 따르면, 2016년 기준, EU 19개 회원국에 있는 225개 자동차 조립
및 생산 공장 중 슬로바키아에 세 개가 위치해있다.14) [그림 3-2]에 나타난 바

14) ACEA(2016),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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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2015년 EU에서 생산한 약 1,843만 대의 자동차 중 4.9%에 해당하는
약 91만 대를 슬로바키아에서 생산했다. 자동차 전 차종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슬로바키아가 EU의 7대 자동차 생산국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승용차 생
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슬로바키아의 순위는 한 단계 올라간 EU 6대 생산국
에 해당된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EU 회원국이 승용차와 상용차를 함
께 생산하고 있는 것에 비해 슬로바키아는 승용차만을 생산하고 있다. 즉 슬로
바키아의 자동차 산업은 승용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자동차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 1인이 몇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지를 살펴
보면 [그림 3-3]과 같이 슬로바키아가 1인당 13.38대로 3위를 차지했다. 달리
해석하면 슬로바키아 자동차 생산 노동자의 생산 효율성이 인근의 체코(7.48)
나 EU 평균(7.11대)을 크게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 2015년 EU에서 생산된 자동차 및 승용차 현황
(단위: 천, 대)

자료: ACEA(2016),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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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자동차 생산 노동자 1인당 자동차 생산 규모(2013년)
(단위: 노동자 1인당 자동차 생산 대수)

자료: ACEA(2016), p. 25.

2. 산업 및 시장의 구조와 동향
가. 산업구조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은 크게 완성차 업체와 관련 업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4]와 같이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Tier-1, 2, 3 공급업체를 비롯하여
서비스 제공업체, 연구개발 등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OEM 완성차 업체에는 [표 3-1]과 같이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지역의
폭스바겐, 트르나바(Trnava) 지역의 PSA, 질리나(Žilina) 지역의 기아가 대표
적이다. 2018년 이후에는 니트라(Nitra) 지역의 재규어 랜드로버도 완성차 생
산에 동참할 예정이다. 슬로바키아 자동차공업협회(ZAP SR)에 따르면, 자동
차 부품공급업체 343개가 있는데, [그림 3-5]와 같이 OEM 완성차 업체들이
위치한 서 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이루어 분포해있다.15) 현재 슬
로바키아의 서쪽에 위치한 업체 수가 279개, 동쪽에 위치한 업체 수가 64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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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랜드로버 공장의 생산이 시작되면 슬로바키아 서쪽의 부품공급업체 수
가 늘어나 동서간 업체 수 차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4. 슬로바키아의 공급네트워크 구조

완성차 생산업체
Tier-1 시스템 공급업체
자체 개발 생산 혹은 조립 및 JIT 역량(좌석 시스템, 인테리어 시스템, 기어박스)
+지역 엔지니어링 및 개발 센터 보유 [예: Johnson Controls International]
Tier-2 공급망
자체 개발 지역 생산 혹은 조립 및 JIT 역량
(모듈 혹은 부속품 공급) 보유
혹은 자가 성장 [예: HBPO, Brose)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통합 공급업체
[예: EDAG, Car Technology]

소프트웨어서비스
공급업체
[예: Twchnodat CAE Systems]

Tier-3 공급망
부품 및 부속품 공급업체,
금속-플라스틱･알루미늄 부품과 같은
미가공 재료 공급

소형 엔지니어링
기업, 대학의 과학
관련 학과, SAS연구소
특화된 서비스, 디자인,
쾌속조항 등

컨설팅 서비스
프로젝트 관리, TOM,
생산시스템, 최적화 보유
혹은 자가 성장 [예: IPA
Slovakia]

클러스터

기술 공급업체

[예: 자동차 클러스터-서
슬로바키아, 플라스틱 클러스터 등]

자동화, 로보트공학 등

지역 내 연구-개발
자료: SARIO(2016a), “Automotive Industry,” p. 7.

15) ZAP SR(슬로바키아 자동차공업협회)의 Juraj Sinay 협회장, Jan Pribula 사무국장 면담 시 입수 자료
(2016. 8. 23.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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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슬로바키아 OEM 완성차업체 현황
폭스바겐 슬로바키아
(Volkswagen Slovakia)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Kia Motors Slovakia)

- 설립연도: 1991년

- 설립연도: 2004년

- 생산(2014년): 39만 4,474대

- 생산(2015년): 33만 8,000대, 엔진 58만

- 매출(2014년): 61억 7,000만 유로

2,000개

- 직원 수: 9,900명

- 매출(2014년): 45억 9,000만 유로

- 생산모델명: VW Touareg, Audi Q7, VW

- 직원 수: 3,800명

Up!, Škoda Citigo, SEAT Mii, Porsche
Cayenne, Bentley Bentayga(차체)

- 발표된 투자/확장 계획: SUV 차체 공장 건설
(10억 유로 투자)

- 생산모델명: KIA cee’d, Kia cee’d_Sportswagon,
Kia pro_cee’d, Kia Sportage, Kia Venga
- 발표된 투자/확장 계획: 생산가능대수의 확대
(1억 4,000만 유로 투자)

PSA 푸조 시트로엥 슬로바키아
(PSA Peugeot Citroë n Slovakia)

재규어 랜드로버
(Jaguar Land Rover)

- 설립연도: 2003년
- 생산(2015년): 30만 3,025대

- 설립연도: 2015년(2018년 가동 예정)

- 매출: 20억 8,000만 유로

- 생산능력: 30만 대

- 직원 수: 3,500명

- 직원 수: 2,800명 예상

- 생산모델명: Peugeot 208, Citroën C3

- 생산모델명: 프리미엄 SUV

Picasso
- 발표된 투자/확장 계획: 2017년 Citroën 신규

- 발표된 투자/확장 계획: 신규공장 설립(15억
유로 투자)

모델 생산
자료: SARIO(2016b), “Automotive Sector in Slovakia,”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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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슬로바키아 자동차 생산 관련 업체 입지현황

자료: SARIO(2016a), “Automotive Sector in Slovakia,”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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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 동향
슬로바키아 자동차산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3개의 OEM 완성차
업체가 이끌어가고 있다. [그림 3-6]과 같이 폭스바겐만 자동차를 생산하던
2005년까지는 슬로바키아에서의 승용차 생산대수가 약 22만 대 내외였으나,
이후 PSA와 기아가 생산을 시작하면서 슬로바키아의 승용차 생산 규모는
2007년 기준 전년대비 93.3% 증가한 약 57만 대의 생산을 기록했다. 2012년
에 폭스바겐의 수출을 위한 생산 확대, PSA와 기아의 신규모델 출시 및 공장의
3교대 가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자동차 생산의 큰 변화를 맞이했다.16)
2012년 총 생산량이 전년대비 44.8%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92만 대 이상을 생

그림 3-6. 슬로바키아 3대 완성차업체의 승용차 생산 동향
(단위: 천 대)

주: 2016년은 예상치임.
자료: ZAP SR(슬로바키아 자동차공업협회)의 Juraj Sinay 협회장, Jan Pribula 사무국장 면담 시 입수 자료(2016. 8.
23,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16) “Global industry in Slovakia”(2013. 11. 18), http://spectator.sme.sk/c/20048936/global-i
ndustry-in-slovakia.html(검색일: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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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부속품 생산
(단위: 백만 유로)

자료: SARIO(2016a), “Automotive Industry,” p. 6.

산했고, 2015년에는 처음으로 약 104만 대의 승용차를 생산했으며, 2016년
에도 100만 대의 생산을 기대하고 있다.
완성차 생산 증가는 부속품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는 효과를 주었다. [그림
3-7]에서 볼 수 있듯이 부속품 생산 증가 추이는 완성차 생산 증가 추이와 유사
하게 나타났으며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슬로바키아 노동시장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완성차업체는 인근 지역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장이 설립
될 때마다 자동차산업과 직･간접적 연관되어있는 노동자의 수가 함께 증가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8]에서 살펴보면, 2002년 5만 200명이던 자
동차 산업 종사자 수가 2011년에는 2만 명 이상 증가한 7만 1,500명을 기록했
다. 이는 2005년 이후 PSA 푸조 시트로엥 슬로바키아와 기아자동차 슬로바키
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관련 종사자 수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직접 인원 2,800명의 고용이 가능한 재규어 랜드로버가 완성차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관련 종사자 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17)

18)

1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유럽 경기침체와 함께 생산이 감소하면서 관련 직종 종사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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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 관련 종사자 수
(단위: 천 명)

자료: SARIO(2016a), “Automotive Industry,” p. 4.

자동차는 현재 슬로바키아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수출은 2015년 기준 총 수출의 26.8%에 달하였는데, 글
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를 받은 2009~10년을 제외 시 슬로바키아 자동차 부문
의 수출 비중은 증가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슬로바키아 승용차의 주요 수
출시장은 독일, 영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 [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 역내 수출이 역외 수출의 약 3.5배(2015년 기준)로 월등히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완성차 수출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의 수출도 증가한
바, [그림 3-10]과 같이 부속품을 수출하기 위한 생산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된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은 [그림 3-11]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이 서유
럽과 중부유럽으로 공급된다.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에서의 R&D 투자도 상당 규모 증가했다. [표 3-2]
와 같이 2009년 R&D 지출 규모는 1,962만 유로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가 주춤하기도 했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8) ZAP SR(슬로바키아 자동차공업협회)와의 면담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는 약 12만 6,000명에 이르
는 슬로바키아 자동사 산업 관련 종사자 중 약 1만 8,000명이 OEM 완성차 업체 근로자이고 나머지
10만 8,000명이 부품공급업체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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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0만 유로로 5년 전 대비 434% 증가했고,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약 15%
정도 감소한 7,416만 유로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모

그림 3-9.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부문 수출 현황
(단위: 백만 유로)

주: 자동차 부문 데이터는 SITC 78에 해당함.
자료: Eurostat, “EU trade since 1988 by SITC(DS-018995),”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
일: 2016. 10. 14).

그림 3-10. 자동차 부속품의 수출을 위한 생산
(단위: 백만 유로)

자료: SARIO(2016a), “Automotive Industry,”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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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생산된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시장

주: 복수응답.
자료: PwC Slovakia(2016), p. 13.

표 3-2. 슬로바키아 기업의 자동차 산업에의 R&D 지출 현황
항목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인당 지출비용

유로

3.6

6.1

4.5

7.4

15.7

13.7

총 규모

백만 유로

19.616

32.986

24.117

40.077

85.197

74.163

GDP 대비 비중

%

0.03

0.05

0.03

0.06

0.12

0.1

주: C29 Manufacture of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해당 자료.
자료: Eurostat, “Business enterprise R&D expenditure(BERD) by economic activity(NACE Rev. 2)(rd_e_berdindr2),”
http://ec.europa.eu/eurostat/web/science-technology-innovation/data/database(검색일: 2016. 10. 14).

를 유지하고 있다. Eurostat에 나타난 GDP 대비 자동차 산업의 R&D 투자 비
중을 살펴보면 슬로바키아가 GDP의 0.1% 수준으로, 자동차 산업 강국인 독일
의 자동차 산업 R&D 투자 비중(GDP 대비 0.6% 내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슬로바키아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산
학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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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장구조 및 동향
슬로바키아 인구가 약 540만 명인 것에 비해 자동차 내수시장은 꾸준한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2]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을 제외하면 매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신규 차량 등록대수는 내수시장에서
의 판매율을 의미하는바, [그림 3-13]과 같이 차종별로 승용차, 경량 상용차,
12톤 이상의 중량 상용차순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
신규 승용차 등록대수는 [그림 3-14]와 같이 꾸준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10~13년 동안 신규 차량 판매가 7만 대를 넘지 못했으나 2014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2015년 신규 승용차 등록대수는 전년대비 7.9%
증가한 약 7만 7,900대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종별로 구분해
보면 휘발유 차량과 경유 차량이 각각 53.35%, 45.35%로 전체의 약 98% 가
량을 점유하고 있다. 물론 [그림 3-15]에서 나타나듯이 LPG나 CNG, 혹은 전
기 하이브리드 차량도 있으나 아직 보급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실용적인 승용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림 3-16]과 같이 2013~15년 사이 중소형 차량의 등록이 25% 내외로 가장

그림 3-12. 자동차 산업의 매출 규모
(단위:10억 유로)

자료: SARIO(2016a), “Automotive Industry,”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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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차종별 신규 등록 현황(상용차 포함)
(단위: 천 대)

M1･승용차

N1･경량 상용차

N2･중량 상용차 N3･중량 상용차
(1.2톤 미만)
(1.2톤 이상)

M2+M3-승합차/버스
(5톤 이하)(5톤 이상)

주: 알파벳은 현지에서 제공한 EU 자동차분류 기준임.
자료: ZAP SR(슬로바키아 자동차공업협회)의 Juraj Sinay 협회장, Jan Pribula 사무국장 면담 시 입수 자료(2016. 8.
23,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형과 소형 차종을 합할 경우 매년 40% 이상의 높은 비중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SUV에 대한 수요 증가로 미루어볼 때, 최근 들어 여가
에 더 적합한 SUV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2015년 완성차업체의 매출에 따른 시장점유율로 보았을 때, [표 3-3]과 같
이 스코다가 22.3%로 2014년에 이어 계속 선두를 달렸고, 폭스바겐, 현대, 기
아, 오펠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매출규모가 1만 6,500대를 상회한 스코다의 경
우 [표 3-4]와 같이 자사 3개 브랜드(Fabia, Octavia, Rapid)가 모두 2015년
시장점유율 1~3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다른 완성차업체는 매출 1
만 대를 넘기지 못했고 시장점유율도 10%를 넘기지 못했다. 특히 폭스바겐과
기아는 2014년 대비 슬로바키아 내수시장에서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폭스바겐의 경우, 2015년 하반기에 불거진 배출가스 관련 스캔들의
영향으로 사료되며, 기아의 경우 주력 브랜드인 Ceed의 판매 감소로 인해
2014년 제조업체 시장점유율 3위에서 2015년 4위로 밀려났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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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2005~15년 슬로바키아 신규 승용차 등록 대수
(단위: 천 대)

자료: ZAP SR(슬로바키아 자동차공업협회)의 Juraj Sinay 협회장, Jan Pribula 사무국장 면담 시 입수 자료(2016. 8.
23,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그림 3-15. 연료의 종류에 따른 승용차 등록현황(2015년)

자료: ZAP SR(슬로바키아 자동차공업협회)의 Juraj Sinay 협회장, Jan Pribula 사무국장 면담 시 입수 자료(2016. 8.
23,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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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승용차의 크기별 등록현황
(단위: 천 대)

주: 알파벳 분류는 현지에서 제공한 EU 자동차분류 기준임.
자료: ZAP SR(슬로바키아 자동차공업협회)의 Juraj Sinay 협회장, Jan Pribula 사무국장 면담 시 입수 자료(2016. 8.
23,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표 3-3. 2015년 슬로바키아에서 판매된 10대 승용차 제조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대, %)

2015년 2014년
순위 순위

업체명

2015년
판매량

2014년
판매량

전년대비
판매증가율

2015년 시장
점유율

1

1

Skoda

16,570

16,131

2.7

22.3

2

2

Volkswagen

7,024

7,778

-9.7

9.5

3

4

Hyundai

6,305

5,641

11.8

8.5

4

3

Kia

5,600

6,435

-13.0

7.5

5

5

Opel

4,073

3,944

3.3

5.5

6

6

Peugeot

3,880

3,861

0.5

5.2

7

7

Renault

2,750

2,752

-0.1

3.7

8

8

Dacia

2,730

2,680

1.9

3.7

9

10

Suzuki

2,625

2,556

2.7

3.5

10

13

Toyota

2,435

2,279

6.9

3.3

자료: “Slovakia Cars Market in 2015 hit the new all time record outpacing the 2009 level”(2016. 2. 14),
http://focus2move.com/slovakia-cars-market-in-2015(검색일: 201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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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2015년 슬로바키아에서 판매된 10대 승용차 세부 브랜드별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대, %)

2015년
순위
1

브랜드명

판매량

Skoda Fabia

5,405

전년대비
판매증가율
27.5

2

Skoda Octavia

4,450

0.7

6.0

3

Skoda Rapid

3,970

-7.6

5.3

4

Kia Ceed

2,484

-18.1

3.3

5

Volkswagen Golf

2,346

-32.6

3.2

6

Hyundai i30

2,292

-0.1

3.1

7

Suzuki Vitara

1,475

n.a.

2.0

8

Hyundai i20

1,467

35.6

2.0

9

Opel Astra

1,438

-1.4

1.9

10

Kia Sportage

1,432

-3.4

1.9

시장 점유율
7.3

자료: “Slovakia Cars Market in 2015 hit the new all time record outpacing the 2009 level”(2016. 2. 14),
http://focus2move.com/slovakia-cars-market-in-2015(검색일: 2016. 10. 14).

3.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슬로바키아가 지리적으로 중동부유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자동차 수출
측면에서는 큰 장점이지만 주변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시에 약
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산업은 이웃 국가 체코와 마찬
가지로 유럽 역내 수출 비중이 크고, 특히 독일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
다. 또한 유사한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주변국과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어 슬로
바키아 정부 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2015년 재규어
랜드로버 유치 시의 인센티브 제공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19)
슬로바키아는 노동자의 기술력이 높은 데 비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동비
용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유로화를 사용한다는 점은 환율안정성 차원에서는
장점이 되나 주변의 비유로권 EU 회원국과의 비교 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19) SARIO의 Timea Balazova Hlohinec, Milan Gavlak, Veronika Hlucha, Michal Wuketich 면
담 내용(2016. 8. 23,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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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슬로바키아 완성차업체의 추가 투자가 계
속되고 있는 것은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품 및 부속품 업체 클러스
터가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산업의 강점으로 작용하여 양측간 협력을 통해 시너
지 효과를 발휘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표 3-5.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의 SWOT 분석

강점

약점
기회
위협

-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 전망
-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슬로바키아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고숙련 노동력 보유
- 지리적으로 중동부유럽 지역의 허브 역할
- 상당 규모의 완성차 생산능력
- EU 회원국으로서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정부보조금 상한선 존재
- 인근 국가와 투자 프로젝트 유치 경쟁
- 지나치게 수출 의존적인 산업 성장 및 유로화 도입으로 인한 주변국 대비 경쟁력 약화
- 완성차업체의 투자 증가로 인한 부속품 업체의 투자 증가
- 일부 신규 공장에 있을 수 있는 부품조달의 어려움
- 슬로바키아 수출 실적이 가장 중요한 시장인 독일 경제 상황에 종속

자료: BMI(2016a), p. 6.

BMI(2016a)에 따르면, [표 3-6]과 같이 슬로바키아의 승용차 생산 규모나
매출 규모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생산은 2020년까지
매년 5% 이상 증가, 매출 또한 매년 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BMI는 슬로바키아의 실질임금 수준이 향상되고 노동시장의 고용이 강화되어
내수시장에서의 매출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표 3-6. 슬로바키아 승용차 생산 및 매출 전망
(단위: 대,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생산 규모

1,068,649

1,140,249

1,222,347

1,301,799

1,377,304

생산 증가율
매출 규모
매출 증가율

5.3
83,815
7.5

6.7
90,269
7.7

7.2
96,768
7.2

6.5
103,349
6.8

5.8
109,860
6.3

주: 예상치 자료.
자료: BMI(2016a),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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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산업은 승용차 생산에 집중되어있다. 이에 일각
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상용차의 생산도 고려하여 차
종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나 장기적인 산업발전 구상일 뿐, 현재 슬로바키아가 지닌 환경에서는 실현하
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
최근에는 전통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뿐만이 아니라 미래 동력에 대한
R&D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RWE 그룹의 일원인 비호도슬로벤스카 에
네르게티카(Východoclovenská energetika), E.On 그룹의 일원인 자파도
슬로벤스카 에네르게티카(Západoslovenská energetika)가 주도하여 코시
체(Košice) 기술대학, 브라티슬라바의 슬로바키아 기술대학, 질리나(Žilina)
대학 등의 참여로 전기 동력원(E-Mobility)을 자동차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21) 폭스바겐은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폭스바겐 Touareg 하
이브리드를 생산하고 있고 폭스바겐의 전기차 모델인 Up!이나 Space Up!의
생산도 슬로바키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2011년에 결정되었으며, PSA 푸조
시트로엥에서는 2010년부터 푸조 iOn과 시트로엥 C-Zero를 판매하고 있
다.22)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EU를 중심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규제 강화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슬로바키아에서의 전기차량 생산 확대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20) SARIO의 Timea Balazova Hlohinec, Milan Gavlak, Veronika Hlucha, Michal Wuketich 면
담 내용(2016. 8. 23,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21) SARIO(2016a), p. 10.
22) Ibid.,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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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 개황
가. 개황
인프라 산업에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등 다양한 세부 산업이 있고, 그 종
류가 다양한 만큼 각 국가마다 강점을 가진 세부 산업에도 차이가 있다. 본 장
에서는 슬로바키아가 강점 혹은 기회를 지녔다고 보이는 에너지/환경 및 ICT
인프라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슬로바키아는 원자력,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한 발전(發電)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는 국가로 관련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또한 슬로바키아의
에너지/환경 인프라가 주변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어 슬로바키아의 인프라
산업 중 에너지/환경 부문의 중요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슬로바키아가 자체 생
산하는 에너지원에는 원자력 에너지가 대표적이며, 원전 추가건설이 완료되면
에너지 순 수입국에서 순 수출국으로의 전환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23) 이외에도 가스와 석유는 러시아로부터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데, 특히
가스의 경우에는 슬로바키아를 거쳐 인근 EU 국가로 유입되기 때문에 슬로바
키아와 연결된 우크라이나, 헝가리, 폴란드 등과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이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4)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는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있
으나, 슬로바키아에서는 현재까지 바이오매스 위주로만 발전해왔다.
한편 2012년 기준 슬로바키아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슬로바키아의
ICT 산업을 감안할 때 ICT 인프라의 성장잠재력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슬로
바키아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ICT 산업을 촉진하는 유선전화, 무선전화, 인터
넷 통신망에 대한 보급률이 높은 편이다. 이에 슬로바키아는 상대적으로 발전
23) BMI(2016c), p. 12.
24) BMI(2016b),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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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ICT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ICT 관련 기
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유럽과 슬로바키아의 인프라 산업 비교
BMI가 슬로바키아 및 주변 국가의 인프라 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험
(risk) 및 보상(reward) 요소를 지수화한 분석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특히 보
상 지수 측면에서 낮게 나타나 체코나 폴란드, 헝가리보다 후순위를 기록했다.
지역 평균과 비교해보아도, [표 4-1]과 같이, 위험도에서는 슬로바키아(62.6)
가 지역 평균(54.1)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슬로바키아의 인프라
산업 보상 지수(51.0)는 지역 평균(54.0)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낮은 수준의
자본지출 및 자금 부족으로 인해 슬로바키아의 산업보상 지수가 낮게 나타났고
전체적인 보상 지수 및 종합지수를 낮추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25) 비록 인
프라 산업 전반을 놓고 볼 때에는 주변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위험보상종합지
수로 나타났으나, 슬로바키아가 강점을 갖고 있는 일부 세부 인프라 부문의 경

표 4-1. 슬로바키아 및 주변 국가의 인프라 산업 보상/위험도 지수
보상도

위험도

국가명

산업
보상

국가
보상

보상
지수

산업
위험

국가
위험

위험
지수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지역 평균

55.0
57.5
50.0
40.0
44.7

79.7
78.3
77.9
71.4
71.1

63.6
64.8
58.9
51.0
54.0

75.0
60.0
65.0
70.0
51.9

61.4
62.5
59.0
57.6
55.5

66.9
61.5
61.4
62.6
54.1

위험
보상
종합
지수
64.6
63.8
60.3
54.5
54.0

종합
순위
2
3
4
9

주: 1) 산업 보상은 산업에 대한 투자 시 미래에 받을 보상 정도를 지수화, 국가 보상은 국가에 대한 투자 시 미래에 받을
보상 정도를 지수화한 것이며, 보상 지수는 산업 보상과 국가 보상을 함께 고려하여 도출한 결과임.
2) 지역에는 상기 국가 및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터키,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투르크메니스탄,
크로아티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보스니아, 우크라이나가 포함됨.
3) 지수: 100점 만점 기준. 지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낮음.
자료: BMI(2015a), p. 42.
25) BMI(2015a),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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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슬로바키아 내에서 갖는 중요도 및 발전 가능성, 슬로바키아에 대한 EU차원
에서의 투자확대 가능성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동향
가. 에너지/환경 인프라
슬로바키아와 EU 28의 에너지별 총소비량을 비교 시 [그림 4-1]과 같이 원
자력 사용 비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U 28의 총소비량
중에서 석유제품(34%), 가스(21%), 고체연료(17%) 순으로 나타났으나, 슬로
바키아는 원자력(25%), 가스(23%), 고체연료(2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슬
로바키아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사용은 EU 28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
으로 EU 28에 비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ECD/IEA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에너지 생산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6,410ktoe26)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원자력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으

그림 4-1. 슬로바키아와 EU 28개국의 에너지원별 총 소비량 비교(2014년 기준)

(1) 슬로바키아

(2) EU 28

자료: Eurostat, “Simplified energy balances-annual data,”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
nrg_100a&lang=en(검색일: 2016. 10. 28).
26) ktoe는 thousand(kilo) tonnes of oil equivalent의 약자로서 석유환산톤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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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그 생산 비중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원자력
을 통한 발전(發電) 비중은 전체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15년에
는 62.7%를 기록했다(그림 4-2, 그림 4-3 참고).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에너
지 생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바이오매스를 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고 2010년 이후로는 태양광/풍력 발전의 모습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바이오매스를 통한 발전은 17.8%에 이르며, 태양광/풍력은
0.9%를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도 화력 발전, 수력 발전 등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활발한 에너지 교역을 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5,395ktoe
를 수출, 1만 5,255ktoe를 수입했는데, [그림 4-4], [그림 4-5]와 같이 항상 수
출보다는 수입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유사한 교역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제시설이 발달하여 석유제품의 수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림 4-2. 슬로바키아 에너지 생산 추이
(단위: ktoe)

자료: OECD/IEA Data Services, “World Energy Balances,” http://wds.iea.org(검색일: 201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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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슬로바키아 에너지생산 믹스(2015년, ktoe 기준)
(단위: %)

자료: OECD/IEA Data Services, “World Energy Balances,” http://wds.iea.org(검색일: 2016. 10. 14).

그림 4-4.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수출
(단위: ktoe)

주: 전력-원자력, 수력, 지열,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을 통한 에너지 수출.
석유제품-정제가스, 에탄, LPG, 항공유, 휘발유, 경유, 윤활유, 파라핀 왁스, 석유 코크스 등 바이오연료를 제외한 수출.
자료: OECD/IEA Data Services, “World Energy Balances,” http://wds.iea.org(검색일: 201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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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수입
(단위: ktoe)

주: 전력-원자력, 수력, 지열,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을 통한 에너지 수입.
석유제품-정제가스, 에탄, LPG, 항공유, 휘발유, 경유, 윤활유, 파라핀 왁스, 석유 코크스 등 바이오연료를 제외한 수입.
자료: OECD/IEA Data Services, “World Energy Balances,” http://wds.iea.org(검색일: 2016. 10. 14).

주로 주변 중동부유럽 국가 위주의 수출이 이루어진다. 한편 슬로바키아는 원
유나 천연가스 보유분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데, 원유와 천연
가스의 수입은 주로 러시아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
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순수입국으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EU 28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원 수입은 전체 연료 중 60% 수준으로 특히 석유제품과 천연가스의 수입의존
도는 각각 89%와 96%에 이른다. 반면에 EU 28은 평균 53%로 슬로바키아보
다 낮은 정도의 에너지원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에너지원
수입은 98.7%가 러시아로부터 이루어지는데, EU 28의 에너지원 수입이 러시
아, 노르웨이 등으로 분산되어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수급 안정성 보장에는 러시아의 경제, 안보 등 현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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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슬로바키아와 EU 28의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의존도 비교
(단위: %)

88 82
65

52

60

89 87

53

97

96
57

슬로바키아

수입국

비중

러시아

98.7

러시아

39.0

노르웨이

29.5

알제리

9.7

카타르

6.7

65

EU 28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 p. 3.

OECD/IEA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의 전력가격은 2015년 기준 기업용이 단
위당 130.8달러, 가정용이 단위당 171.2달러이다(그림 4-7, 그림 4-8 참고).
기업용의 경우, 2013년까지만 해도 주변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했
다. 그러나 2014년부터 다소 하락하여 독일과 영국(모두 145.1달러)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100달러 미만 수준으로 나타나는 주변 중동부유럽 국
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가정용의 경우에는 주변 국가와 유사한 수준인데,
2013년 이후 기업용 전력가격 하락과 더불어 가정용 전력가격도 소폭 하락하
여 200달러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
슬로바키아의 에너지/환경 인프라 프로젝트 중 가스관 배설과 같은 프로젝
트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자력에 대한 수급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원전 건설에 더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27)
[그림 4-9]와 같이 현재 보후니체(Bohunice)와 모호브체(Mochovce) 두
곳에 총 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동안 슬로바키아 내 안정
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했던 것은 원자력 발전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7) BMI(2016c),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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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전력가격: 기업용
(단위: 단위당 미달러)

자료: OECD/IEA Data Services, “World Energy Balances,” http://wds.iea.org(검색일: 2016. 10. 14).

그림 4-8.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전력가격: 가정용
(단위: 단위당 미달러)

자료: OECD/IEA Data Services, “World Energy Balances,” http://wds.iea.org(검색일: 2016. 10. 14).

비록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점진적 폐쇄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슬로바
키아는 [표 4-2]와 같이 모호브체에 추가 원전 건설이 진행 중이며 트르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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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nava) 등에서는 건설 계획단계에 있다. 원전 건설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
으나, 향후 건설 완료 시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공급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림 4-9. 슬로바키아의 원자력 발전소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Nuclear Power in Slovakia,” 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
country-profiles/countries-o-s/slovakia.aspx(검색일: 2016. 10. 14).

표 4-2. 슬로바키아에서 진행 중인 에너지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Poland-Slovakia
가스 파이프라인 연
결 프로젝트

규모

5.7
bcm/년

참여 기업

종료
시기

현황

EU(재원), Eustream(운영)(슬로바키
아), GAZOPROJEKT S.A.(타당성)
(폴란드), Gas Tech(타당성)(슬로바키 2020 계획단계
아), Gaz System(운영)(폴란드), Ernst
& Young(타당성)(영국)

Bulgartransgaz EAD(운영)(불가리아),
Eastring 가스 파이
40bcm/년 Transgaz(운영)(루마니아), Eustream
프라인 프로젝트
(운영)(슬로바키아)

-

계획단계

Mochovce 원자력
발전소 4호기, Nitra

440MW

Enel(운영)(이탈리아), Slovenske Elektrarne
2017 공사 중
(운영)(슬로바키아)

Mochovce 원자력
발전소 3호기

440MW

Enel(운영)(이탈리아), Slovenske Elektrarne
2016 공사 중
(운영)(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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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프로젝트명

규모

참여 기업

종료
시기

현황

Slovenske Elektrarne(운영) (슬로바
Bohunice 5 원자력
키아), CEZ A.S.(건설, 49%)(체코), Javys
1200MW
발전소, Trnava
(건설, 51%) (슬로바키아), Rosatom
(후원)(러시아)

-

계획단계

Vojany 열병합발전소

-

MoU 체결, 정부
/SE/Theta 간 작
업그룹 형성 예정

220MW

Theta Energy, Slovenske Elektrarne

자료: BMI(2015a), p. 30; BMI(2016c).

글상자 4-1. 슬로바키아의 대표 에너지 기업
슬로바키아 최대 에너지 기업, 슬로벤스케 엘렉트라네
슬로벤스케 엘렉트라네(Slovenské elektrárne, 이하 SE)는 중동부유럽의 에너지 기업 중에서 체코
의 CEZ 다음으로 가장 큰 기업으로, 슬로바키아 전력시장의 73%를 생산하는 슬로바키아 최대 전력
기업이다. SE는 1942년에 설립된 다목적 에너지기업 슬로벤스케 엘렉트라네(Slovenské
elektrárne)를 모체로 하고 있으나, 인수합병 등 여러 변화를 겪으면서 2002년부터 현재와 같이 발전
(發電) 중심의 비즈니스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슬로바키아의 EU 가입으로 인프라, 특히 에너지 인프
라 부문에서 나타난 최대 변화는 2006년 SE의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슬로바키아 정부 지분
이 34%, SPH(Slovak Power Holding)의 지분이 66%로 구성되어있는데, SPH는 체코 기반의 에
너지 그룹인 EPH(Energetický a průmyslový holding)와 이탈리아 기반의 다국적 에너지기업인
Enel Group이 각각 50%씩의 지분을 갖고 있다. SE는 2015년을 기준으로 총 1만 9,707GWh 생산
량 중 1만 7,892GWh를 공급했고, 공급량의 78.7%는 원자력, 11.1%는 수력, 10.2%는 석탄 및 바
이오매스를 통해 발전(發電)으로 구성된다. SE의 총 발전가능량은 4,300MWe으로 수력발전소 31
개, 원자력발전소 2개, 열병합발전소 2개, 태양광발전소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호브체
(Mochovce) 원전 등 추가적인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추진 및 계획하고 있다.
자료: Slovenské elektrárne, “About US,” https://www.seas.sk/about-us(검색일: 2016. 11. 7); BMI(2016c), pp.
35-36.

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슬로바키아는 하드웨어 설비 측면에서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확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인근 중동부유럽과
연계된 IT 산업여건이 발전해 있다는 점에서 IT 친화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
다. SARIO에 따르면, [표 4-3]과 같이 슬로바키아의 ICT 부문은 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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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억 유로에 달하는 총부가가치를 창출, GDP 대비 4.5%를 점함으로써 슬
로바키아의 주요 산업 부문으로 자리 잡았다.

표 4-3. 슬로바키아 ICT 부문 개요
항 목
총 부가가치
GDP 대비 비중

값
29억 9,000만 유로
4.5%

슬로바키아 ICT 부문의 평균 임금

1,705유로

ICT 부문의 전년대비 임금상승률

4.0%

브라티슬라바 지역 ICT 부문의 평균 임금 (유로)
ICT 부문 종사자 수(명)

1,962유로
4만 5,707명

주: 2012년 기준.
자료: SARIO(2016c), p. 3.

슬로바키아에서의 ICT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EU
평균에 못 미치는 부분이 일부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그림
4-10]과 같이 디지털 인프라를 사용하는 능력은 슬로바키아가 0.43으로 EU
평균인 0.45에 근접하고 있으나, 가정 내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과 같은 ‘연결
성’은 슬로바키아 0.51로 EU 평균인 0.59 대비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즉
슬로바키아는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와 함
께 EU 회원국 중 디지털경제를 위한 환경이 다소 뒤처져 ICT 부문의 개선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되었다.28)

28) European Commission(2016b),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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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슬로바키아의 디지털 경제 지수(2015년)

주: 지수는 0~1 사이로 책정되고, 지수 값이 클수록 성과가 좋은 것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6b).

슬로바키아의 GDP 대비 ICT산업의 비중은 [그림 4-11]과 같이 2014년 기
준 3.38%로 EU 회원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비세그라드 국가
(헝가리, 폴란드, 체코)와의 비교 시 슬로바키아가 폴란드보다는 앞서 있지만
헝가리나 체코보다는 후순위에 있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총 고용 중 ICT 산업
의 고용 비중은 [그림 4-12]에서 참고할 수 있듯이 2.77%로 체코나 헝가리보
다 낮은 수준이다. 비록 ICT 산업이 슬로바키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EU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29) 2012~15년 사이에 슬로바키아
ICT 시장의 평균성장률은 2% 이상으로 주변 비세그라드 국가보다 빠르게 발
전하고 있으며, ICT 인프라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29) ITAS(2016),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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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GDP 대비 ICT 산업(ICT 서비스) 비중
(단위: %)

주: 1) ICT 산업 중 ICT 서비스에 대한 수치임.
2) 2014년 기준이나, 일부 국가는 자료 누락으로 아일랜드는 2012년 기준,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영국은 2013년 수치로 대신함.
3) EU 회원국 중 몰타는 원자료에서의 수치 누락으로 제외함.
자료: Eurostat, “Percentage of the ICT sector on GDP,” http://ec.europa.eu/eurostat/tgm/table.do?tab=table&init=
1&language=en&pcode=tin00074&plugin=1(검색일: 2016. 10. 28).

그림 4-12. 총 고용 중 ICT 산업(ICT 서비스) 고용 비중
(단위: %)

주: 1) 2014년 기준이나, 일부 국가는 자료 누락으로 오스트리아, 폴란드는 2013년 수치로 대신함.
2) EU 회원국 중 덴마크, 아일랜드,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은 원자료에서의 수치 누락으로
제외함.
자료: Eurostat, “Percentage of the ICT personnel on total employment,” http://ec.europa.eu/eurostat/tgm/table.do?tab=
table&init=1&language=en&pcode=tin00085&plugin=1(검색일: 20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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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의 브로드밴드(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는 [표 4-4]와 같이
2014년에는 2012년 대비 약 25만 명이 늘어난 171만 7,000명에 이르렀고,
선전화의 사용은 두드러진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급률도 27.1%에서
31.7%로 확대되었다. 이동전화와 같은 무선통신은 가입자 수가 100명당
124.5명으로 확대되었으며, 더 나아가 스마트폰 가입자 비중은 2012년
29.4%에서 2014년 48.1%로 약 19%p가 증가했다. 이에 비해 유선전화의 사
용은 두드러진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표 4-4. 슬로바키아 통신 인프라 보급 현황
구분

단위

사용 중인 유선전화 회선 수

천 회선

유선전화 회선 수

100명당 가입자 수

이동전화 가입자 수

천명

이동전화 가입자 수

100명당 가입자 수

3G, 4G 전화 가입자 수

천명

이동전화 시장에서 3G/4G의 비중

%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 수

천명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 수

100명당 가입자 수

2012년

2013년

2014년

875.0

880.6

841.8

16.2

16.2

15.5

6,517.0

6,593.0

6,749.0

120.3

121.7

124.5

1,915.2

2,279.7

3,245.3

29.4

34.6

48.1

1,466.0

1,541.5

1,717.0

27.1

28.4

31.7

자료: BMI(2015b), p. 12.

슬로바키아 무선통신 시장은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으나 이미 포화된 시장이
라고 볼 수 있다. 슬로바키아 무선통신 시장에 Orange, T-Mobile, O2를 비
롯하여 다수의 사업자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림 4-13]과 같이 상기 언급한 세
개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CT 부문에 종사하는 인원수는 2012년 기준 약 4만 5,700명으로 나타났다
(표 4-5 참고). Sario에 따르면, 하드웨어 관련 업종보다는 소프트웨어 관련 업
종 종사자 수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기통신과 같은 인프라
부문에서는 9,500명 내외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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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슬로바키아 무선통신 시장의 시장점유율 현황(2015년 3/4분기)
(단위: %)

자료: BMI(2015b), p. 21.

표 4-5. 슬로바키아 ICT 산업의 고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전기통신
컴퓨터 프로그래밍, 컨설팅 및 관련 활동
기타 ICT 부문
합계

2008년 2009년
9,529
9,616
15,729 16,640
16,291 17,492
41,549 43,749

2010년
9,546
11,930
17,435
39,211

2011년
9,509
18,993
14,915
43,417

2012년
9,447
21,794
14,466
45,707

자료: SARIO(2016c), p. 3.

다. 기타
슬로바키아의 도로 인프라는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아직 미비한 편이
다. [그림 4-14]과 같이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가 갖추어져 있으나 자동차 클
러스터 등 주요 산업단지가 모여있는 서부 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완성 및 운
영되고 있다. 2015년에 운영 중인 고속도로는 총 길이 약 464km 전년대비 약
46km가 연장되었고, 고속화도로는 약 245km로 전년대비 약 12km가 연장되
었다.30)
30) História diaľnic na Slovensku, http://www.historiadialnic.sk/historia-2009-2014/a2015/(검색일:
201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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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슬로바키아 주요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현황(2015년)

자료: História diaľnic na Slovensku, http://www.historiadialnic.sk/historia-2009-2014/a2015/(검색일: 2016.
10. 7).

3.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슬로바키아의 인프라 산업은 세부 부문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슬로
바키아 에너지/환경 인프라 산업은 체코, 헝가리 등의 주변국과 긴밀하게 연결
되어있어 큰 차질 없이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력가격 조정 등의
이유로 슬로바키아 정부의 에너지/환경 인프라 산업 및 시장에 개입하고자 하
는 의지가 강해 자유로운 시장 구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원전 폐쇄 요구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원 사용 확대를 촉
구하고 있는데, 슬로바키아는 아직 이러한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의 경우, 슬로바키아 정부가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거슬러 오
히려 추가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 중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재생에
너지원에 대한 관심이나 인프라가 원자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슬로바키아가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인프라는 일부 갖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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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그 외의 신재생에너지원 사용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한 인프라는 다소 부족
한 수준이고 송전 체계의 미비로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31)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슬로바키아의 전력생산은 [표 4-7]과 같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특히 추가로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될 경
우 발전량이 소비량을 능가하여 에너지 순 수출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즉 에너지/환경 인프라 측면에서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슬로바키아의 ICT 시장 자체는 포화시장이나 ICT 인프라 측면에서는 아직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ICT 관련 국제지수에서는 167개국 중

표 4-6. 슬로바키아 에너지 인프라 산업의 SWOT 분석

강점

- 자유화된 시장
- 다양한 에너지믹스
- 체코, 헝가리, 폴란드, 우크라이나 연계 에너지 공급

약점

- 에너지 인프라 산업에의 정부 개입 의지
-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대비 미숙
-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자전력 가격

기회

- 원자력발전소 2기의 건설 완료 시 30%의 발전(發電) 증가
- 천연가스가 없는 산악지역에서의 바이오매스 개발계획

위협

- 최종에너지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의 개입 강화 방안 모색
- Slovenske Elektrarne(SE)의 공기업화 가능성 대두
- 잇단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연

자료: BMI(2016c), p. 9.

표 4-7. 슬로바키아 전력생산 전망
항목

단위

총 발전량

TWh

2015

순 전력소비량

TWh

26.0

26.1

26.3

26.6

26.8

27.1

순 전력발전량

MW

8,976.3

8,983.1

9,466.1

9,945.7

9,959.1

9,968.7

25.04

2016
24.83

2017
28.04

주: 2015년은 추정치, 2016년 이후는 예상치.
자료: BMI(2016c), p. 7.

31) BMI(2016c),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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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1.21

2019
31.37

2020
31.46

표 4-8. 슬로바키아 ICT 인프라 산업의 SWOT 분석

강점

- 모바일 데이터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요
- Deutsche Telekom, Liberty Global, Telekom Austria, Orange 등 기업의 모바일시
장 투자 증가
- 브로드밴드 부문에서의 기술접근 경쟁으로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확대

약점

- 포화된 모바일시장
- Slovak Telecom이 DSL 기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지배

기회

- 4G LTE로 사업자의 비음성서비스 수요 활용 가능
- SWAN의 라이선싱으로 가격경쟁 유발
- 브로드밴드 대체기술의 사용 확대

위협

- 모바일 브로드밴드서비스 시장의 확대로 유선 브로드밴드 부문의 성장 둔화
- Slovak Telekom의 민영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Deutsche Telekom의 차세대 네트워
크 서비스 투자 보류가능성

자료: BMI(2015b), p. 8.

표 4-9. 슬로바키아 ICT 인프라 보급 전망
항목
사용 중인 유선전화 회선 수

단위
천 회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774.1

751.7

730.6

710.2

이동전화 가입자 수

천명

6,994.1

7,050.0

7,085.3

7,106.5

3G, 4G 전화 가입자 수

천명

5,527.0

6,140.5

6,674.7

6,901.6

79.0

87.1

94.2

97.1

1,914.3

1,975.6

2,034.9

2,091.8

이동전화 시장에서 3G/4G의 비중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 수

%
천명

자료: BMI(2015b), p. 12.

47위로 2010년(40위) 대비 순위가 낮아졌으며, EU 28개국 중에서는 24위로
EU 내에서도 ICT 산업의 후발주자로 여겨지고 있다.32) 그러나 BMI에 따르
면, 2018년부터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 수도 2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으며, [표 4-8]과 같이 유선전화 가입자가 감소하는 만큼 이동전화,
특히 3G, 4G 가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의 지
적대로 슬로바키아가 향후 원활한 디지털 경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ICT 인프
라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것을 비롯하여 여전히 많은 측면에서의 개선

32) ITU(2015), “ICT Development Index 2015,” http://www.itu.int/net4/ITU-D/idi/2015/#
(검색일: 20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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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되나 슬로바키아 ICT 산업의 잠재력과 빠른 성장세를 고려할 때 ICT
인프라 산업도 충분히 추가적인 발전 가능성 있는 분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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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슬로바키아 산업협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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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슬로바키아 무역･투자 현황
2.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3. 슬로바키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1. 한･슬로바키아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2015년 우리나라의 대슬로바키아 수출은 전년대비 17.6% 감소한 35억
4,3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같은 기간 전년대비 3.2% 증가한 2억
3,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V4 국가의 수출입 동향과 유사한 추이를 보
인다. 수출이 감소한 주요 배경으로는 슬로바키아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의
중간재 수입 감소이며, 수입 증가는 승용차와 기타신발, 직물제의류 등의 증가
에 기인한다.
대슬로바키아 무역수지는 2015년 기준 33억 1,2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하였다. 이는 전체 교역국의 흑자 규모 중 11위이며 EU 회원국 중 1위로 EU
국가 중 최대 흑자국이다. 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로
2009년, 2011년을 제외하고 흑자규모 폭이 증가했으나, 2013년 이후 3년간
지속적으로 수출감소와 수입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흑자 규모의 감소세
가 계속되었다.
표 5-1. 우리나라의 대슬로바키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707 3,462 3,137 4,424 4,103 4,624 4,407 4,299 3,543
71
81
64
100
141
170
187
224
231
2,636 3,381 3,073 4,324 3,962 4,454 4,220 4,075 3,312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http://www.kita.net(검색일: 2016. 10. 25).

표 5-2. 우리나라의 대슬로바키아, V4, EU 28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1993년

슬로바키아
수출
16

V4국가

증감률
-

수출

EU 28

증감률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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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10,729

증감률
-

표 5-2. 계속
연도

슬로바키아
수출

V4국가

증감률

수출

EU 28

증감률

수출

증감률

1995년

25

400.0

737

55.8

17,850

46.5

1996년

106

324.0

1,260

71.0

17,557

-1.6

1997년

26

-75.5

1,603

27.2

19,227

9.5

1998년

53

103.8

1,345

-16.1

20,745

7.9

1999년

23

-56.6

1,296

-3.6

22,175

6.9

2000년

12

-47.8

786

-39.4

24,891

12.2

2001년

10

-16.7

648

-17.6

21,274

-14.5

2002년

17

70.0

839

29.5

21,694

2.0

2003년

110

547.1

1,311

56.3

24,887

14.7

2004년

357

224.5

2,284

74.2

37,830

52.0

2005년

692

93.8

3,305

44.7

43,659

15.4

2006년

1267

83.1

5,645

70.8

48,450

11.0

2007년

2707

113.7

9,072

60.7

55,982

15.5

2008년

3462

27.9

9,921

9.4

58,375

4.3

2009년

3137

-9.4

9,759

-1.6

46,608

-20.2

2010년

4424

41.0

12,355

26.6

53,507

14.8

2011년

4103

-7.3

11,393

-7.8

55,727

4.1

2012년

4624

12.7

11,244

-1.3

49,371

-11.4

2013년

4407

-4.7

11,805

5.0

48,857

-1.0

2014년

4299

-2.5

11,442

-3.1

51,658

5.7

2015년

3543

-17.6

9,406

-17.8

48,079

-6.9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http://www.kita.net(검색일: 2016. 10. 25).

우리의 대슬로바키아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부품과 평판디스플레이 등으로
총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2015년 기준 자동차부품의 수출 증가세가
여전히 선전하고 있으나, 이외 주요 수출품목이었던 평판디스플레이, 원동기,
칼라 TV 등은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특히 2010년까지 대슬로바키아 수출 1위
품목이었던 평판디스플레이의 경우 2010년 기준 20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5년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5년에는 자동차부품이 1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대슬로바키아 수출은 현지에 생산시설을 설립한 우리 기업
의 진출로 중간재(원부자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품은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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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우리나라의 대슬로바키아, V4, EU 28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슬로바키아
수입

V4국가

증감률

수입

EU 28

증감률

수입

증감률

1993년

2

-

92

-

11,262

-

1994년

26

1,179.9

200

117.4

14,813

31.5

1995년

8

-67.8

209

4.5

18,564

25.3

1996년

8

-0.8

254

21.5

21,614

16.4

1997년

6

-21.1

207

-18.5

19,330

-10.6

1998년

7

5.5

102

-50.7

11,193

-42.1

1999년

8

20.6

190

86.3

12,926

15.5

2000년

8

-2.3

298

56.8

16,207

25.4

2001년

10

30.7

254

-14.8

15,317

-5.5

2002년

13

23.6

265

4.3

17,107

11.7

2003년

18

38.2

284

7.2

19,383

13.3

2004년

23

30.7

343

20.8

24,187

24.8

2005년

31

34.4

448

30.6

27,296

12.9

2006년

50

60.8

809

80.6

30,061

10.1

2007년

71

40.2

999

23.5

36,824

22.5

2008년

81

14.4

1,144

14.5

39,981

8.6

2009년

64

-21.2

939

-17.9

32,232

-19.4

2010년

100

56.5

1,104

17.6

38,721

20.1

2011년

141

41.5

1,489

34.9

47,424

22.5

2012년

170

20.8

1,752

17.7

50,374

6.2

2013년

187

9.7

1,986

13.4

56,230

11.6

2014년

224

20.0

2,070

4.2

62,394

11.0

2015년

231

3.2

2,239

8.2

57,199

-8.3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http://www.kita.net(검색일: 2016. 10. 25).

차와 자동차부품이 총 42% 정도로 압도적이다. 이는 슬로바키아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과의 산업협력 결과가 양국간 산업 내 무역의 형태로 나타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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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2015년 대슬로바키아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1

자동차부품

2
3

금액

증가율

1,055

7.1

평판디스플레이

671

-48.2

원동기

239

-10.0

4

칼라TV

224

5

기타정밀화학제품

118

6

컴퓨터부품

108

-15.4

7

냉방기

98

8

광학기기부품

85

9

펌프

82

-8.5

72

-47.8

3,543

-17.6

10 기타조명기기
총계

비중

수입

금액

증가율 비중

29.8 승용차

73

25.0

31.6

18.9 자동차부품

25

-11.9

10.8

6.7 베어링

22

-16.4

9.5

-0.2

6.3 기타신발

12

68.6

5.2

19.8

3.3 기타기계요소

9

26.6

3.9

3.0 펌프

8

-37.2

3.5

0.9

2.8 기타산업기계

7

-21.4

3.0

-46.9

2.4 전동축및기어

7

-18.0

3.0

2.3 타이어

7

-44.6

3.0

2.0 직물제의류

6

33.3

2.6

100.0 총계

231

3.2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http://www.kita.net(검색일: 2016. 10. 25).

그림 5-1. 대슬로바키아 주요 10대 수출품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http://www.kita.net(검색일: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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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슬로바키아에 대한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해
외직접투자 누적 규모는 12억 1,343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대EU 투자 중 8위
(EU 투자 중 3.5%)를 기록하였다. EU 회원국 중 중동부유럽에서는 우리나라
의 대슬로바키아 투자가 1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5-2]와 같이 대슬로바키아
투자는 슬로바키아의 EU 가입시기인 2004년 전후로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6년 2억 9,106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는 갈란타(Galanta) 지역에 위치한 삼성
전자 슬로바키아법인의 생산설비 확장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우리 기업의 슬로바키아 투자진출은 2002년 삼성전자와 함께 협력업체가
동반 진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와 함께 2004년 기아자동차가 슬로바키아에

그림 5-2. 한국의 대슬로바키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건)

주: 1994년, 1996년, 1999년, 2000~02년 금액은 원자료에서 누락되어있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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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지 설립을 확정 및 착공하였으며 2006년 본격적으로 생산기지 가동을
시작하면서 협력업체들이 대거 동반 진출하였다. 또한 2006년 삼성전자는 물
류기지를 열었으며, 2006년과 2012년에 생산설비를 증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삼성디스플레이가 슬로바키아에서 LCT 모듈 생산을 위한 투자를 진
행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슬로바키아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은 자동차 및 전자제품 관련 제조업이 67%에 달한다.
2006년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 생산기지와 인접한 체코 동북부 지역에 완
성차 생산공장을 건설하면서 현대‧기아자동차 인근 슬로바키아 및 체코 접경
지역에 자동차 부품관련 협력업체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표 5-5. 한국의 슬로바키아, V4에 대한 산업별 투자(2003~13년 누적 투자액)
(단위: 천 달러, %)

(1) 슬로바키아
산업
1

자동차 및 트레일러

(2) V4 국가

투자
801,210

전자부품, 컴퓨터,
2
339,00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비중

산업

투자

67.0 1

자동차 및 트레일러

2,016,682

비중
61.6

28.3 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839,834

25.7

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31,228

2.6 3

1차 금속

87,376

2.7

4

1차 금속

15,206

1.3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84,076

2.6

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5,573

0.5 5

기타 운송장비

60,844

1.9

6 기타 기계 및 장비

1,237

0.1 6

전기장비

59,210

1.8

52,585

1.6

7

기타 제품

1,031

0.1 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24

0.1 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3,041

0.7

9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 제외

461

0.0 9

기타 기계 및 장비

14,401

0.4

10

기타 운송장비

347

0.0 10

가구

11,427

0.3

총 투자

1,196,053 100.0

3,272,379

100.0

총 투자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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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중장기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전략을 도출하기에 앞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험을 반영한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필요
하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한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설문지를 작성,33) 슬로바키아 시장에 기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당 요인의 중요성과 대응 정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34) 또한 이러한 평가
를 기반으로 경영학적 SWOT Matrix 기법을 응용하여, 다음 절에서 향후 슬
로바키아 시장 중장기 진출확대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기법35)은 주로 경영학 분야에서 기업대상으로 최적의 전략도
출을 위한 것으로 이하에서는 중장기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으로
분석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36) 따라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슬
로바키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주체이며, 이를 지원하는 정부도 기업과 동일
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상정해볼 수 있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관련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 기업은 37개로 슬로
바키아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의 현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우리
기업은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생산법인(KMS)과 19개의 협력업체가 질리나
지역에 동반 진출해있으며, 삼성전자와 28개 관련 협력업체가 갈란타 지역 인
근에 진출해있는 등 약 50여 개의 업체가 슬로바키아에 진출해있다. 질리나 지
역에 진출해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는 배포에서 회수까지 KMS에서

33) 주요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의 선정은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 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가 다소 있는
바, 나열된 요인들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회요인, 위협요인, 강점, 약점 각각
에 기타 항목을 추가하였다.
34) 이철원, 이현진, 강세나(2013), pp. 123~150에서 저자가 폴란드 시장에 대해 유사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35) Taleai, Mansourian, and Sharifi(2009)에 제시한 연구방법론을 차용함.
36) 전략에는 이미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가까운 사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중장기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전략 도출을 위한 환경 분석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 전략 도출 시보다는 중장기적
인 환경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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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갈란타 인근에 진출해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
문조사는 주슬로바키아 한국대사관에서 기업간담회 개최를 통해 적극 지원하
였다.

가. 외부환경 분석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한국 기업(주체)의 통
제력을 벗어나는 환경을 외부환경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제권 밖의
요인들을 평가·분석하여 향후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직면
하게 될 기회 및 위협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외부환경 분석이다. 여기서 기회
(opportunity)는 한국 기업에 특정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우이고 위협
(threat)은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거나 피해야 하는 요소를 의미한다.37)
기회와 위협으로 구분한 외부환경을 관찰, 평가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슬로
바키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다.38) 이를
위해 외부요인평가 행렬(EFE Matrix: External Factor Evaluation Matrix)
이 외부환경 평가의 기법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외부환경과 관련된 모든 요
인을 요약, 평가하는 데 편리한 EFE Matrix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5단계
로 나누어 작성한다. 첫째, 주요 외부환경 요인을 파악하여, 기회요인과 위협요
인을 나열하는 데 일반적으로 기회요인, 위협요인 순서로 배치한다. 둘째, 각
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함에 있어 전혀 중요하지 않은 0.0에서 유일무이하
게 극단적으로 전부를 의미하는 1.0 사이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여기서 가중치
는 각 요인이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미치는 외부요인
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의미하며 각 요인의 가중치 합은 당연히 1이 되어야 한
37) 사실상 외부환경 요인의 종류와 범주는 무수히 많다고 볼 수 있다. 임의의 외부환경 요인은 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주체의 특성이나 구성, 그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상황 또는 시기 등에 따라서 기회
또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8) 전략 또는 전략적 관리란 기본적으로 한국(기업 혹은 정부)이라는 주체가 외부 기회의 이점을 활용하고
외부 위협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도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5장 대슬로바키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 93

다. 셋째, 각각의 주요 외부요인에 대해 우리 기업 혹은 정부(주체)가 얼마나 효
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1에서 5 사이의 점수를 부여한다. 이때 5는 대응
이 매우 훌륭한 경우이고 4는 대응이 비교적 훌륭한 경우, 3은 평균 정도의 대
응인 경우, 2는 대응이 약간 미흡한 경우, 1은 대응이 매우 미흡한 경우를 의미
한다. 넷째, 각 요인 평가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다. 다섯째, 이렇게 계산된 각
요인 점수를 모두 합하여 한국 기업이라는 주체에 대한 가중점수 총계를 구한
다. EFE Matrix에서 총 가중점수 중 최고 점수는 5점이고 가장 낮은 점수는 1
점이며 평균은 3이다. 여기서 5점의 의미는 주체가 현존하는 모든 기회와 위협
에 대해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음, 즉 기회는 최대 활용, 위협 효과는 최소화하
는 것이며 1점은 그 반대이다. 만약 총 가중점수가 3을 넘는 경우에는 주체인
우리 기업이 외부환경에 대해 평균 이상의 대응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문 설계자인 저자가 제시한 외부요인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다양한 비중과 대응 정도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우선 우리 기업
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 거점’
이 가장 중요한 기회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요인은 총 23개 답변에서
핵심 외부요인으로 지적되어 평균 비중이 13.7%에 달하는 가장 비중 있는 외
부요인이나, 평균 점수 2.43으로 평균(3점) 이하의 대응 점수를 나타내어 우리
기업이 아직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기회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평균 비
중 5% 이상의 주요 기회요인으로 ‘EU 내 신흥시장 슬로바키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 ‘전력‧교통‧물류 등 EU 전반의 산업인프라 발달’,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 접근성 양호’, ‘성장·물가·환율 등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
실적’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대체로 평균 이상으로 훌륭
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39) 나머지는 5% 미만의 평균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기타 기회요인으로 ‘주 고객사 대응활동 용이’와 ‘진출 대기업과 협력 가능성’
39) 다만 외부요인 ‘전력, 교통, 물류 등 EU 전반의 산업 인프라 발달’은 평균 점수가 2.89로 평균 이하의
대응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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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제시되었다.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20개의 응답에서 지적된 ‘높은 임금상승률 등 가파
른 생산비 증가세’로 평균 비중이 11.5%에 이르렀으며, 우리 기업의 이러한 위
험요인에 대한 대응은 2.80으로 평균 이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까다로운 환경조건 등 EU의 각종 기술 장벽’, ‘유로존 재정위기, 브렉시트 등
EU 전반의 경기침체’, ’성숙기 EU 시장의 제한적 성장성’ 등이 평균 비중 5%
이상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우리 기업의 이에 대한 대응은 평
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밖에 다른 위험요인은 평균 비중이
모두 5%를 하회하였으며, 기타 위험요인으로는 ‘규정(세법, 노동법 등)의 잦은
변경’과 ‘양질의 인력 부족 및 인력확보 경쟁 심화’40) 등이 지적되었다.

표 5-6.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핵심 외부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핵심 외부요인

평균비중1) 평균점수2)

(1)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 거점

빈도수

13.69

2.43

23

(2) 제도, 시스템 등 양호한 비즈니스(수출, 투자 등) 환경

3.93

2.91

11

(3)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의 접근성 양호

6.80

3.19

16

(4) 전력, 교통, 물류 등 EU 전반의 산업 인프라 발달

8.75

2.89

19

(5) 성장, 물가, 환율 등 안정적인 주요 거시 경제실적

5.48

3.14

14

(6) EU의 높은 기술력으로 첨단기술 습득 가능성

1.39

2.83

6

(7) EU 내 신흥시장 슬로바키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

9.34

3.47

15

(8) 막대한 규모의 정부조달시장

1.42

1.40

5

(9) 결속기금, 지역발전기금 등 각종 EU 기금 활용 가능성

1.15

2.17

6

(10) 기타 기회요인: ① 주 고객사 대응활동 용이 ② 진출 대
기업과 협력 가능성

3.11

3.00

3

(11) EU 시장에서의 선진국/개도국 기업과의 경쟁심화

3.07

2.60

10

(12) 성숙기에 접어든 EU 시장의 제한적 성장성

5.15

2.47

15

(13) 장거리 수송/인프라 미비 등에 따른 과도한 물류비용

3.15

2.10

10

40) 다른 기타 요인들은 모두 한 개의 기업에서만 제기된 소수의견이나 상기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세 개
기업에서 유사한 내용을 기타 위험요인으로 지적하였는바, 향후 평가에서는 핵심 위험요인으로 문항
에 제시할 만하나, 가장 비중이 높은 위험요인인 (16)번 문항 ‘높은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생산비의 가
파른 증가세’에서 파생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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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계속
핵심 외부요인

평균비중1) 평균점수2)

(14) 회원국별 상이한 시스템, 다양한 비관세장벽
(15) 까다로운 환경조건 등 EU의 각종 기술 장벽

빈도수

1.33

2.60

5

6.10

2.47

17

(16) 높은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생산비의 가파른 증가세

11.53

2.80

20

(17) 유로존 재정위기, 브렉시트 등 EU 전반의 경기침체

5.18

2.80

15

(18) EU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3.66

2.30

10

(19) 서유럽 대비 신규회원국 슬로바키아의 시스템 불안정성

4.44

2.27

11

(20) 기타 위험요인: ① 규정(세법, 노동법)의 잦은 변경
② 양질의 인력 부족 및 인력확보 경쟁 심화

1.49

1.75

4

주: 1) (해당 요인의 총 비중의 합/전체 요인의 총 비중의 합)×100.
2) 해당 요인의 총 점수의 합/해당 요인의 빈도수.
자료: 현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여기서 평균 비중이 5%가 되지 않는 요인들을 버리면 각각 다섯 개의 기회
요인과 네 개의 위험요인으로 핵심 외부요인이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로 가중
치를 다시 측정하여 핵심 외부요인을 평가하면 [표 5-7]과 같다. 즉 슬로바키아
시장진출의 핵심 외부요인을 평가한 결과, 가중점수 합계가 2.84로 우리 기업이
외부요인에 대해 평균 3보다 다소 미흡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요인 평가
핵심 외부 요인

가중치

평가점수 가중점수

기회(opportunities)
1.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 거점
2. EU 내 신흥시장 슬로바키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
3. 전력, 교통, 물류 등 EU 전반의 산업 인프라 발달
4.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의 접근성 양호
5. 성장, 물가, 환율 등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0.19
0.13
0.12
0.09
0.08

2.43
3.47
2.89
3.19
3.14

0.46
0.45
0.35
0.30
0.24

0.16
0.08
0.07
0.07

2.80
2.47
2.80
2.47

0.45
0.21
0.20
0.18

위협(threats)
1. 높은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생산비의 가파른 증가세
2. 까다로운 환경조건 등 EU의 각종 기술 장벽
3. 유로존 재정위기, 브렉시트 등 EU 전반의 경기침체
4. 성숙기에 접어든 EU 시장의 제한적 성장성
합계
자료: 현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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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84

나. 내부환경 분석
내부환경은 우리 기업(주체)이 성공적인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과 같은 원하는 중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비전의 실현, 전략적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41)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로 구분할 수 있는 내부환경 요인은 궁극적으로 개선을 통해 목적 달성, 비전 실현
등에 기여하게 된다. 내부요인평가 행렬(IFE Matrix: Internal Factor Evaluation
Matrix)이 내부환경 분석 기법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42)

표 5-8.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핵심 내부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평균비중

평균점수

(1) 주요 수출품의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핵심 내부요인

9.33

3.71

빈도수
17

(2)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8.58

3.94

17

(3) 슬로바키아에 전수가능한 단기간 산업화 경험

4.69

3.09

11

(4)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의 비교우위

13.72

3.82

22

(5) 수출 주도적 산업구조

3.92

3.63

8

(6)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5.36

3.21

14

(7)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6.22

3.46

13

(8) 기타강점

0.14

3.00

1

(9) 경쟁대상 다국적기업 대비 자본력 부족

4.06

2.56

9

(10) 원천기술 부족으로 핵심기술의 해외의존

4.28

2.40

10

(11)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6.72

2.73

15

41) 이러한 내부환경에는 주체의 개별적인 능력, 조직의 구성, 문화, 부존자원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원, 성
장성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그 주체가 통제할 수 있는 활동 또는 요인들이다.
42) IFE Matrix는 우리 기업(주체) 또는 조직의 모든 기능적 하위 부문에 있어서 주요한 강점과 약점을 요
약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며 5단계를 거쳐 EFE Matrix와 유사하게 작성할 수 있다.
EFE Matrix 작성과 다른 점은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EFE Matrix는 외부요인에 대한 대응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IFE Matrix는 각 요인에 대하여 조직의 실제 경쟁력 정도를 기준으로 하
는 것이다. 우선 중요한 내부 요인을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 나열하고 각 요인의 중요도에 따라 0.0(전
혀 중요하지 않음)에서 1.0(매우 중요함) 사이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 다음 각 요인의 내부적인 능력
에 따라 1(중요한 약점)에서 5(중요한 강점) 사이의 평가점수를 부여한 후 각 요인에 대하여 가중치와
평가점수를 곱하고 합하여 최종적인 총 가중점수를 구한다. EFE Matrix와 마찬가지로 최저 점수는 1
점이고, 최고 점수는 5점, 평균 점수는 3점이다. 어떤 주체(조직)에 대한 IFE Matrix 총 가중점수가 3
보다 상당히 크다면 내부적인 능력에 상당한 강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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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계속
평균비중

평균점수

(12) 유럽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부족

핵심 내부요인

7.00

2.20

15

(13) EU 신규회원국인 슬로바키아에 대한 정보부족

7.39

2.69

16

(14) 환경부문의 경쟁력 및 인식 부족

6.97

2.06

17

11.28

2.58

26

0.14

1.00

1

(15) 한국 기업문화와 슬로바키아 기업문화의 불일치
(16) 기타약점

빈도수

자료: 현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강점요인은 ‘철강, 자동차, 전기
전자, 기계 등의 비교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22개 답변에서 핵심 내부요
인으로 제기된 상기 요인은 평균 비중이 13.7%로 가장 비중 있는 내부요인이
며, 평균 점수도 3.82로 (2)번 문항의 3.94에 이어 둘째로 큰 강점으로 평가되
었다. 그 다음으로 17개 기업에 의해 선택된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
쟁력 보유’가 9.3%의 평균 비중으로 중요한 강점요인으로 인식되었으며, 평균
점수도 3.71로 셋째로 큰 강점으로 평가되었다. 이 밖에 평균 점수 기준으로
가장 큰 강점으로 평가된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 경쟁력’과 함께 ‘기업
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등이 평균 비중
5% 이상의 주요 강점요인으로 제기되었다. 한 개 기업이 기타 강점요인 항목에
비중과 점수를 평가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하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한 약점요인은 26개의 기업에 의해 지적된 ‘한국 기업문화와 슬로
바키아 기업문화의 불일치’로 평균 비중이 11.3%에 달했으며, 평균 점수는
2.58로 약점 요인 중에는 셋째로 양호한 약점으로 평가되었다. 그 다음으로 16
개 기업에 의해 ‘EU 신규회원국인 슬로바키아에 대한 정보 부족’이 평균 비중
7.4%의 중요한 약점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17개 기업에 의해 지적된 ‘환경부
문의 경쟁력 및 인식 부족’은 평균 비중은 6.97%로 넷째 비중 있는 약점요인이
나 평균 점수가 2.06으로 가장 취약한 약점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이 밖에 각각
15개 기업에 의해 지적된 ‘유럽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부족’과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도 5% 이상의 평균 비중을 기록하였다. 기타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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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포함한 나머지 세개의 약점요인들은 5% 미만의 평균 비중을 기록하였
으며, 기타 강점요인과 동일하게 한 개 기업에 의해 비중과 점수가 평가된 기타
약점요인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표 5-9.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의 핵심 내부요인 평가
핵심 내부 요인

가중치

평가
점수

가중
점수

0.17
0.11
0.10
0.08
0.06

3.82
3.71
3.94
3.46
3.21

0.63
0.42
0.41
0.26
0.21

0.14
0.09
0.08
0.08
0.08
1.00

2.58
2.69
2.20
2.06
2.73

0.35
0.24
0.19
0.17
0.22
3.11

강점(strengths)
1.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의 비교우위
2.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3.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4.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5.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약점(weaknesses)
1. 한국 기업문화와 슬로바키아 기업문화의 불일치
2. EU 신규회원국인 슬로바키아에 대한 정보부족
3. 유럽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 부족
4. 환경부문의 경쟁력 및 인식 부족
5.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합계
자료: 현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내부요인도 외부요인과 마찬가지로 평균 비중이 5%가 되지 않는 요인을 버
리면 각각 다섯 개의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으로 핵심 내부요인이 구성된다. 그
리고 이들로 합이 1이 되도록 가중치를 다시 측정, 핵심 내부요인을 평가하면
[표 5-9]와 같다. 즉 슬로바키아 시장진출의 핵심 내부요인을 평가한 결과, 가
중점수 합계가 3.11로 평균 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의 내부적인 능력은 강점이 약점보다 다소 우세한 수준인 것으
로 평가되었다.

3. 슬로바키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전술한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요인 평가 결과, 총 가중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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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로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핵심 내부요인은 총 가중점
수가 3.11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한국 기업이 슬로바
키아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보다 약간 훌륭한 내부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에 대해 경쟁자에 비해 평균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 기업은 내부적 능력은 평균 이상이나, 슬
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는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이하에서는 외부환경과 내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결합 전략을 선택, 수립하고자 한다.43) 우리 기업(주
체)의 내부적인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은 외부적인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과 결합
하여 성공적인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이라는 중장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
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표 5-10. 중장기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전략 도출을 위한 SWOT Matrix

SWOT Matrix

강점(S)
1. 철강·자동차·전기전자·기계
등의 비교우위
2.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3.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4.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5.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약점(W)
1. 한국 기업문화와 슬로바키
아 기업문화 불일치
2. EU 신규회원국 슬로바키아
에 대한 정보 부족
3. 유럽문화 이해·교류 부족
4. 환경부문의 경쟁력 및
인식 부족
5.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43) 모든 가능한 대안을 고려하기보다는 여기서 도출되는 전략은 통제 및 관리 가능하며 가장 매력적인 대
안 개발 후 그중에서 선택된다. 이때 대안과 전략 사이의 장단점, 상충관계, 비용과 편익 등을 분석하고
결정해야 한다.

100 •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과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표 5-10. 계속
기회(O)
1.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거점
2. EU 내 신흥시장 슬로바키아
의 풍부한 시장 성장잠재력
3. 전력·교통·물류 등 EU
전반의 산업 인프라 발달
4.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의 접근성 양호
5. 성장·물가·환율 등 안정적
주요 거시경제실적

S-O 전략
1. EU 시장내 생산거점 심화
(S1, S3, O1, O3, O4, O5)
2. I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조달시장 참여
(S3, S5, O2, O4)
3. 수출확대 및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
(S2, S4, S5, O2, O3, O4)

W-O 전략
1. 생산·물류·유통·마케팅 등
유럽의 사업거점 고도화
(W4, W5, O1, O3, O4, O5)
2.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정부조달시장 참여
(W1, W2, O2, O4)
3. 교류증진을 통한 슬로바키
아 문화 이해력 제고
(W1, W2, W3, W5, O2)

위협(T)
1. 높은 임금상승률에 따른
생산비의 가파른 증가세
2. 까다로운 환경조건 등
EU의 각종 기술 장벽
3. 유로존 재정위기, 브렉시트
등 EU 전반의 경기침체
4. 성숙기 EU 시장의 제한적
성장성

S-T 전략
1. 가격경쟁력 활용, V4
내수시장 진출기반 구축
(S2, S4, S5, T3, T4)
2. EU 내 시장･제품 차별화
전략을 통한 수출증대
(S2, S5, T3, T4)
3.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위한 R&D 거점구축
(S1, S3, T1, T2)

W-T 전략
1. 슬로바키아 포함 V4 시장
전문가 양성
(W1, W2, W3, T2, T4)
2. 한류문화 홍보를 통한
한국 제품 이미지 개선
(W1, T3, T4)
3.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
(W3, W5, T1, T2)

주: [표 5-7]과 [표 5-9]에서 제시된 핵심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을 결합하여 각각의 전략을 도출함. 해당 전략에 결합된
외부요인과 내부요인 번호를 괄호 안에 표시함(예를 들어, S1은 첫 번째 강점 요인, T1은 첫 번째 위협 요인임).
자료: 저자 작성.

내부/외부 요인을 결합, 전략을 설정하고 비교·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여기서는 SWOT(Strengths-Weaknesses-Opportunities-Threats) Matrix
를 이용하여 전략도출의 주체나 전략도출의 목적 등을 고려하고자 한다.44)
SWOT Matrix는 한국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시 직면하
게 되는 내부/외부 요인을 연결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표 5-10 참고). 즉 평균 이상의 내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
이 슬로바키아 시장진출에 있어 주어지는 외부요인들에 대해 지금까지의 다소
44) 중장기적 전략도출의 기본적인 목적이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이기 때문에
SWOT Matrix를 이용하여 우리 기업에 가장 중요하거나 시급한 전략적 대안 하나만을 도출하는 것
이 아닌, 여러 선택가능한 대안의 도출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제5장 대슬로바키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 101

미흡한 대응을 보다 개선시킬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위해 이러한 연결 전략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전략 수립에 있어 전 절의 환경평가 결과에 객
관성과 현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였
다.45)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 기업은 물론 자동차, 인프라 등 각 산업의 관련 정
책 담당 현지정부 관계자와 협회 등을 방문, 보다 현실성 있는 전략 도출을 위
해 노력하였다.

가. S-O 전략46)
가장 대표적인 S-O 전략으로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슬로바키아에 이미 구축된 EU 시
장 내 생산거점을 보다 심화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기
업의 주요 강점요인인 철강·자동차·전기전자·기계 등의 비교우위와 IT 등 첨
단기술 분야의 상대적 경쟁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아자동차가 EU 전
반의 산업 인프라 발달, 개방도가 비교적 높은 시장의 접근성, 안정적 주요 거
시경제실적 등을 고려하고 슬로바키아에 구축한 생산거점을 더욱 심화시켜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한 것이 바로 상기 전략을 실천에 옮긴 대표적인 사례
이다.47) 또한 글상자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아자동차의 슬로바키아 진출
45) 2016년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연구진은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질리나, 갈란타 등을 방문, 슬로
바키아 산업 및 투자 정책의 분석은 물론, EU 기금 활용 인프라 구축계획과 현지 정부조달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가능성 검토, 유로존 재정위기, 브렉시트 등에 따른 최근 현지 시장여건변화 점검, 현
지 비즈니스 애로요인 조사 등과 함께 슬로바키아 시장진출전략 관련 현지진출기업 인터뷰를 시행하
였다.
46) 외부 기회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이용하는 S-O(strengths-opportunities) 전
략은 국가간 중장기 경제협력에 있어 가장 극대화해야 하는 목표 혹은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S-O
전략은 장기 비전 혹은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하의 나머지 세 전략은 S-O 전략
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조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47) 슬로바키아 현지 KMS 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비공개)에서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된 기아자동차는 서
유럽에 약 24만 대를 비롯하여 러시아 1만 5,000대, 아·중동 5만 5,000대 등 전 세계 80개국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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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동반 진출한 사례로도 그 의미가
크다.48) 이와 함께 갈란타 지역 인근의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들의 동반진출에
도 유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기업의 슬로바키아 진출
사례는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모형에 하나의 대안으로 중요한 샘플을 제공
하고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규모인 EU의 정부조달시장 중에서도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
서 개발자금이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집중적
으로 지원되고 있어 최근 슬로바키아의 공공조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2014~20년 동안 EU 기금으로부터 총 150억 3,200만 유로의
예산 지원금이 배정되어 인구 1인당 약 2,830유로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즉
슬로바키아는 주요 공공투자 자금조달의 약 80% 정도를 EU 기금으로부터 조
달할 계획이다. 따라서 EU 내 신흥시장 슬로바키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
과 양호한 시장의 접근성 등 슬로바키아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
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과 다양하고 적극적
인 마케팅 능력 등을 활용하여 슬로바키아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49)

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8) 질리나에 동반 진출한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들은 성공적인 현지진출 요인 중 하나로 초기에 진출한 기
아자동차의 인프라 구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일부 협력업체들은 현지에서 글로벌 아웃소싱
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9) 슬로바키아 진출 우리 기업과의 인터뷰 과정(비공개)에서 최근 한국 기업의 슬로바키아 공공프로젝트
참여 사례는 아직 없으나, 인근 폴란드를 비롯한 비세그라드 국가의 공공프로젝트 참여 사례는 몇 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슬로바키아에서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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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1. 한국 자동차 산업의 현지 진출 사례
기아자동차 및 관련 협력업체들의 슬로바키아 동반 진출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법인(Kia Motors Slovakia s. r. o.)을 중심으로 한국의 관련 협력업체들이
슬로바키아에 함께 진출한 것은 현지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동반진출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04년 3월 기아자동차와 슬로바키아 정부 간의 정식 투자서명이 이루어졌고 2005년 12월
슬로바키아 질리나(Žilina) 지역에 지대 166㏊, 건평 56.8㏊에 달하는 기아자동차의 첫 유럽 공장이
설립되었다.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법인에 따르면, 기아자동차의 대슬로바키아 투자는 약 17억 유로
규모에 달하며, 기아자동차 직접 종사자만 약 3,800명,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법인 주변의 관련 부
품공급업체까지 합하면 1만 명 이상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아자동차 공장의 생산가능 규모는
연 35만 대로 씨드(Cee’d), 스포티지(Sportage), 벵가(Venga)의 완성차 브랜드 3종과 엔진 6종을
생산하고 있다. 2006년 12월 생산을 시작하여 2012년 기준 연간 완성차 29만 2,000대, 엔진 46만
4,400개를 생산했다.
기아와 함께 진출한 업체에는 DRB 동일(Dongil Rubber Belt), TI한일(TI-Hanil), 대정 유럽
(Daejung), 동원금속(Dongwon), 동희(Donghee), 성우하이테크(Sungwoo Hitech), 세종
(Sejong), 유라(Yura), 일진(Iljin), 한일이화(Hanil E-hwa), 현대 다이모스(Hyundai Dymos), 현
대 모비스(Hyundai Mobis), 현대 제철(Hyundai Steel) 등 19개 협력 업체가 있는데, 다수가 기아
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질리나 지역 혹은 인근 도시 트렌친(Trencin)에 위치하고 있다. 해외진출 사례
중 이렇게 많은 수의 업체들이 동시에 진출한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로서, 성공적인 동반진출이 가능
했던 원인을 다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슬로바키아 자동차 공업협회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지리적 이점 외에도 임금 대비 높
은 기술력을 보유한 인적 인프라, 슬로바키아에서의 철강 생산, 원활한 수익구조, 정치･경제적 안정성
을 갖추고 있는바 자동차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 더해 슬로바키아 정
부가 기아자동차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질리나 지역에 새로운 자동차 클러스터를 형성하고자 제
공한 투자 인센티브가 기업의 현지 진출 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을 형성하였다. 또한 인근 중동
부 유럽시장으로의 접근성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
체의 경우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법인을 주 고객으로 하나, 일부는 현대자동차 체코 법인 등 인근 유
럽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 즉 슬로바키아에 진출함으로써 유럽 현지 생산･판매
라는 점을 이용하여 유럽시장 전반에 걸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기아자동차와
이미 형성되어있던 협력관계가 해외에서도 활용된 점도 성공적인 동반진출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이다.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법인에 따르면, 동반 진출을 통해 협력사들이 기 구축해놓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었던바, 성공적 진출이 가능했다고 자평했다. 부품, 부자재를 생산하는 현지의 타 업체들과 제휴
하기도 했으나 기아자동차와 상호간 운영방식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동반진출 업체들이 유연한 업
무 대응능력을 보여주어 기업 상생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이다.
자료: Kia Motors Slovakia, s.r.o. Company at a Glance, http://eng.kia.sk(검색일: 2016. 11. 7); 기아자동차 슬로
바키아 법인 안내 브로셔; SARIO 자체 보유자료 및 현지 인터뷰 자료(2016. 8. 23, 브라티슬라바).

마지막으로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
의 주요 거점을 슬로바키아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EU 회원국
중 하나인 슬로바키아에 거점을 안정적으로 구축,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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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발달된 산업 인프라와 양호한 시장 접근성은 물론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슬로바키아에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여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마련
하면, 슬로바키아 인근 러시아 및 CIS 국가의 유망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
증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

나. W-O 전략50)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W-O 전략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환
경부문의 경쟁력 및 인식부족과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을 극
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자랑하는 EU 시장에 진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슬로바키아로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즉 물류 및 생산
거점의 구축과 함께 유통·판매·마케팅 등 범유럽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성, 슬
로바키아를 중심으로 각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인건비와 함께
인프라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 각각의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
하는 사업본부를 중부유럽 슬로바키아에 구축하면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
리적 거리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51) 또한 이러한 전략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슬로바키아의 시장 성장잠재력, 발달된 산업 인프라, 양호한 시
장 접근성 등은 매우 유용한 기회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슬로바키아 정부조달시장 참여 전략이다.
50) 내부적인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기회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W-O(weaknesses-opportunities) 전략은 중요한 외부적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그러한 기회의
활용을 제한하는 주요 약점이 있을 때 유용한 전략이다.
51) 슬로바키아 정부기관 면담에서 무역투자진흥청(SARIO)은 슬로바키아는 향후 생산허브를 벗어나 점
차 서비스센터 본부나 디자인센터 및 R&D 센터 등 사업거점을 고도화하는 고부가가치 프로젝트가 진
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미 다국적 메이저 철강회사들이 슬로바키아에 유럽 본부를 두고 있다
고 밝혔다. 정부기관의 Katarina Cavojova, Radovan Urban Kocak, Aleana Sabelova, Boris
Skoda, SARIO의 Milan Gavlak(면담내용, 2016. 8. 23,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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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상호간 기업문화 불일치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정부 부족
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또한 이를 통해 시장의 접근성 양호와
슬로바키아의 시장의 성장잠재력 활용도 가능하다. 슬로바키아 투자·정보화사
회 담당국은 비록 EU 기금의 수혜자가 대체로 EU 내 기업에 집중해있으나, 비
EU 기업도 컨소시엄 구성 및 적절한 슬로바키아 파트너 선정 등을 통해 참여 가
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52) 따라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적절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EU 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에너지 인
프라 부문의 슬로바키아 정부조달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글상자 4-1에 소개된
바 있는 슬로바키아 대표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주요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슬로바키아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
는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가장 비중 있게 제시한 대표적인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문화교류는 장기
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기업과 함께 또 다른 주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전략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S-O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가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주
요 지원책 중 하나인 것이다.

다. S-T 전략53)
S-T 전략 중 첫째로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비세그라드 4국(V4) 내수시장 진
52) 슬로바키아의 투자·정보화사회 담당국은 주요 업무 중 하나가 EU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시스템
관할인바, 연구진은 현지 출장 시 면담을 추진하고 EU 기금과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투자·정보
화사회 담당국의 Kvetoslav Kmec 면담내용(2016. 8. 23,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53) 내부적인 강점을 활용, 외부적인 위협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S-T(strengths- threats)
전략은 여기서는 한국 기업의 강점을 활용, EU 시장의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시장 진출 가
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S-T 전략은 전술한 S-O 전략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위협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이 내부적 강점을 바탕으로 외부적 기회를 확실하게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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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거점 마련을 들 수 있다.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과 첨단기술 경
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유로존 재정위기, 브렉시트 등 EU 전반의 경기침체와
성숙기 EU 시장의 제한적 성장성을 극복하고 V4 내수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
이다. 이는 확실한 경쟁력만 있으면 우리 기업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
력을 결합하여 유럽 시장에서 가장 역동성이 있는 V4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미된 전략이다.
둘째 S-T 전략으로 EU 역내시장에서 세부적인 시장특성을 감안하는 시장
및 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제시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제
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과 함께 우리 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EU 내에서 서로 다른 비교우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존회원국인 서
유럽 국가와 신규회원국인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V4는 서로 다른 시장특성을
고려, 시장을 보다 세부적으로 차별화하고 각 시장 특성에 맞게 제품을 차별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경기 침체와 시장의 성장성 측면에
서 한계에 직면한 EU 시장의 위협요인을 상당 부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 내 경제상태 및 경기 구조 등도 역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분류한 시장차별화는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R&D 거점을 슬로바키아에 확보하여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
대시키려는 S-T 전략을 들 수 있다. 이는 높은 임금상승률에 따른 생산비의 가
파른 증가세와 까다로운 환경조건 등 EU의 각종 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다. 슬로바키아 자동차협회(ZAP SR)는 자동
차 산업에서 한국과의 R&D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무역·투자진흥청
(SARIO)도 향후 투자유치는 R&D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54)

54) 특히 SARIO는 현지 출장 면담 중 슬로바키아가 경제대국의 실험실(test lab)이라고 자평하면서
R&D, 혁신 등 고부가가치 부문의 투자 유치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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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W-T 전략55)
첫째 W-T 전략은 슬로바키아 포함 V4 시장 전문가 양성이다. 슬로바키아에
대한 정부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슬로바키
아 시장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유럽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
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지시장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접근 자체가
어렵다. 또한 EU의 각종 기술 장벽과 시장의 제한성과 같은 위협요인들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지 시장에 대한 전문성은 필수적이다.
W-T 전략으로 한류문화 홍보 및 확산을 통한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
을 둘째로 제시해볼 수 있다. K-POP, 영화, 드라마 등의 한류문화 홍보 및 확
산 노력은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양측 기업문화의 불일치라는 약점을 보완하
는 데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전략은 EU 전반의 경기 침체
와 시장의 제한적 성장성과 같은 위협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한국 제품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슬로바키아를 비
롯한 V4 국가에서 K-POP을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
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W-T 전략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사이의 이해 및 교류 부족과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에는 고위급 외교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중요한 모
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14년 7월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슬
로바키아 방문은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
다. 또한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순방 시, 슬로바키아를 비롯

55) 내부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외부적인 위협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W-T(weaknesses-threats) 전략은 다소 방어적인 전략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그 어느 전
략보다도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하는 W-T 전략은 효과도 간접적이어서 꾸준한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 또한 전략의 대상이나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간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추
진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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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세그라드 4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향후 슬로바키아 시장에
서 우리 기업의 EU 기업과의 경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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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관련 설문조사
1. 우리 기업이 슬로바키아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 핵심 외부요인(기회요인 혹은 위
험요인)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작성 방법 및 예시 ]
* 3~5개 항목을 선택하고 그 중요도에 따른 비중 설정, 선택한 항목의 총
비중의 합은 100이 되어야 함.
* 선택한 각 요인에 대해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주체(우리 기업 혹은 정부
등)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느냐에 따라 1에서 5 사이의 평가점
수를 부여함.
이때 5는 대응이 매우 훌륭한 경우이고 4는 대응이 비교적 훌륭한 경우,
3은 평균 정도의 대응인 경우, 2는 대응이 약간 미흡한 경우, 1은 대응이
매우 미흡한 경우임.
(예 1)
비중(%)

평가점수

(1)

40

4

…비교적 훌륭함

(2)

20

2

…약간 미흡

(3)

40

1

…매우 미흡

비중 합계

100

-

비중(%)

평가점수

(1)

30

2

…약간 미흡

(2)

20

5

…매우 훌륭함

(3)

30

1

…매우 미흡

(4)

20

3

…평균

비중 합계

100

-

(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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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
비중(%)

평가점수

(1)

30

5

…매우 훌륭함

(2)

20

2

…약간 미흡

10

3

…평균

(11)

15

1

…매우 미흡

(12)

25

3

…평균

100

-

(10) 기타 기회요인:

동유럽 시장 진출 거점 마련

비중 합계

[ 평가 작성 ]
비중
(%)

평가
점수

(1)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 거점
(2) 양호한 제도·시스템 등 비즈니스(수출, 투자 등) 환경
(3) 개방도가 비교적 높은 시장의 접근성 양호
(4) 전력·교통·물류 등 발달된 EU 전반의 산업 인프라
(5) 성장·물가·환율 등 안정적 주요 거시경제실적
(6) 높은 EU의 기술력으로 첨단기술 습득 가능성
(7) EU 내 신흥시장 슬로바키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
(8) 막대한 정부조달시장 규모
(9) 결속기금과 지역발전기금 등 각종 EU 기금 활용 가능성
(10) 기타 기회요인:
(11) EU 시장에서 선진국 혹은 개도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
(12) 성숙기 EU 시장의 제한적 성장성
(13) 장거리 수송, 인프라 미비 등에 따른 물류비용 과다
(14) 상이한 회원국별 시스템, 다양한 비관세 장벽
(15) 까다로운 환경조건을 비롯한 각종 EU의 기술 장벽
(16) 높은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가파른 생산비 증가세
(17) 유로존 재정위기, 브렉시트 등 EU 전반의 경기침체
(18) 복잡한 EU의 의사결정 구조
(19) 서유럽 대비 신규회원국 슬로바키아의 시스템 불안정성
(20) 기타 위험 요인:
비중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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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슬로바키아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내부요인(강점
혹은 약점)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작성 방법 및 예시 ]
* 3~5개 항목을 선택하고 그 중요도에 따른 비중 설정, 선택한 항목의 총
비중의 합은 100이 되어야 함.
* 선택한 각 요인에 대해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주체(우리 기업 혹은 정부
등)의 경쟁력 정도에 따라 1에서 5 사이의 평가점수 부여함.
이 때, 5는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경우이고, 4는 평균 이상 정도의
경쟁력, 3은 평균 정도의 경쟁력, 2는 평균 이하 정도의 경쟁력, 1은 최저
정도의 경쟁력을 지닌 경우를 의미함.
즉, (1)~(8)의 강점은 3-5점 사이, 약점은 1-3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
(주의! 외부요인에 대한 평가점수와는 의미가 다름)

(예 1)
비중(%)

평가점수

(1)

30

3

…평균

(2)

20

5

…최고

(11)

30

2

…평균 이하

(12)

20

1

…최저

비중 합계

100

-

(예 2)
비중(%)

평가점수

(1)

30

4

…평균 이상

(2)

20

3

…평균

10

4

…평균 이상

(11)

15

1

…최저

(15)

25

2

…평균 이하

100

-

(8) 기타 강점:

현지에서의 기업 이미지

비중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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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작성 ]
비중
(%)

평가
점수

(1) 주요 수출품의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2)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3) 슬로바키아에 전수 가능한 단기간 산업화 경험
(4)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의 비교우위
(5) 수출 주도 산업구조
(6)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7) 적극적 시장개척 의지
(8) 기타 강점:
(9) 경쟁 대상 글로벌 기업 대비 자본력 부족
(10) 원천기술 부족, 핵심기술 해외의존
(11)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
(12) 유럽 문화 이해·교류 부족
(13) EU 신규회원국인 슬로바키아에 대한 정보 부족
(14) 환경부문의 경쟁력 및 인식 부족
(15)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기업문화 불일치
(16) 기타 약점:
비중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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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Selected Promising Industries in Slovakia and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Slovakia
LEE Cheol-Won, LEE Hyun Jean, and LIM You-Jin

Slovakia is a dynamic EU member state and a successful case of
economic

transition

and

development,

currently

attracting

numerous global companies into her market. This study aims to
analyse a selection of promising industries in Slovakia with the
objective to strengthen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Slovakia and to recommend measures for Korean companies that
are planning to gain access to the EU market, which has contracted
after the Eurozone crisis, by entering into the Slovak market. This
study covers the overall conditions, Slovak government’s policy,
detailed industry trends, growth potentials and prospects of the
automobile and infrastructure industry in Slovakia. These industri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criteria of: importance in the Slovak
economy, recent growth rate, future growth potentials, and
possibility of market entrance for the Korean companies. The
results are supplemented by the findings of a survey on Korean
companies already present in Slovakia. The automobile industr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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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ded into the complete vehicle sector and parts/components
sector, while the infrastructure industry is divided into the
energy/environmental sector, ICT sector, and transport sector, etc.
Within the infrastructure industry, this study focuses on the
energy/environmental sector and the ICT sector, an area in which a
few Korean companies have already entered in Poland and other
Visegrad countries.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a survey on 37 onsite
Korean companies about the business environment in Slovakia. The
results indicate that, unfortunately, while the companies have
sufficient internal capabilities, many are frustrated in seizing the
opportunities and minimizing the risks to thrive in the Slovak
marke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strategies for such Korean
companies to cope with the circumstances by considering both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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