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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5개국 시대의 개막과 한국산업의 대응
신 용 대
(선임연구위원ㆍ국제산업협력실)
simon@kiet.re.kr

〈요

약〉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2004년 5월 1일부터 중·동부 유럽 8
개국과 지중해 지역 2개국 등 10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25개
회원국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번 EU 확대는 로마조약 체결 이후 5차에 걸
친 확대로 중·동부 유럽의 체제전환국들이 시장경제권으로의 공식적인 복
귀를 통한“유럽 시민사회의 확대”
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동·서 유럽간 경
제협력 관계를 2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향후 미
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EU의 확대로 그동안 EU 역내에서 추진되어 왔던 산업입지의 재편
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역내 산업입지의 재편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전기·전자 등 제조업분야는 중·동
부 유럽국가들을 생산거점화하려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통신,
전력, 금융 등의 분야는 기존 EU 회원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해당 산업의 효
율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은 글로벌 시각에서 대응이 필요하
다. EU 확대에 따른 새로운 도전을 기회로 활용, 對EU 산업협력을 강화하
여 미국을 포함한 북미시장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그리고 EU
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시장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통상 및 투자전략
의 마련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대 우리 기업과 유럽기업의 공생을 위한 협력방안으로는 ① 교
역 및 투자협력 확대, ②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협력 강화,
③ 우리의 생산기술 및 노동력과 EU의 자본 및 원천기술이 결합된 전략적
제휴 확대, ④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생산교류, 인
력교류 등 산업협력 강화 기반 마련, ⑤ 끝으로 한·EU간 협력을 체계적으
로 확대하기 위하여 한·EU간 FTA를 통해 포괄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
한 제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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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은 2004년 5월 1일부터 중·동부 유
럽 8개국과 지중해 지역 2개국 등 10
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25개 회원국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번
EU 확대는 로마조약 체결 이후 5차
에 걸친 확대로 지난 4차례에 걸친
확대와는 달리 중·동부 유럽의 舊사
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 체제로의
공식적인 복귀를 통한 “유럽 시민사
회의 확대”
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크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EU의 확
대는 서유럽 국가들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의 자원과 노동
이 결합하는 동·서유럽간 보완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였던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전통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복
원한다는 의미에서 향후 유럽경제뿐
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EU의 확대로 그동안 EU 역
내에서 추진되어 왔던 산업입지의 재
편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EU의 역내 산업입지의 재편
과정에서 EU 역내 대기업들이 중소
기업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
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전기·전자분
야 등 제조업분야에서는 중·동부 유
럽국가들을 생산거점화하려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체제

전환 과정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
작한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통신, 전
력, 금융 등의 분야에서는 기존 EU
회원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해당 산업
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EU 확대에 대응
하여 정부와 기업이 글로벌 시각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
는 EU 확대에 따른 새로운 도전을
기회로 활용하면서 對EU 산업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을 포함한 북미시장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시장
그리고 EU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시
장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통상
및 투자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EU의 제5차 확
대 과정의 의미와 EU 역내 및 역외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어 EU
확대에 따른 역내 산업입지의 재편 과
정과 동서유럽간 산업내 분업관계의
심화 및 산업별 영향 등을 분석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EU 확대의 의의 및 영향
(1) 의의
2004년 5월 1일부터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은 중·동부
유럽국가 8개국 및 지중해 지역 2개
국 등 모두 10개국이 추가로 참여하
게 되어 25개 회원국으로 늘어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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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U 확대 추이와 향후 추진계획
가입국

EEC발족(1958년)
제1차 확대(1973년)

전체 회원국수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9

제2차 확대(1981년)

그리스

10

제3차 확대(1986년)

스페인, 포르투갈

12

제4차 확대(1995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15

제5차 확대(2004년)

체크, 헝가리,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25

2004년 12월

터키 가입교섭 개시 가능성

2006년

노동이동 리뷰

2007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신규가입 대상국 가입 예정

2009년

역내 노동이동 시작(문제 국가는 이동 2년 연장)

2011년

역내 노동이동 완전 자유화 실시

된다.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창설
된 EEC(유럽경제공동체)는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등 모
두 6개국으로 출발하여 EC(유럽공동
체)를 거쳐 EU로 발전하면서 모두 4
차에 걸친 확대를 통하여 15개 회원
국으로 확대된데 이어, 이번 확대로
새로 10개 회원국이 참여함으로써
모두 EU 25개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표 1> 참조).
이번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8개
국은 체크, 헝가리, 폴란드, 에스토니
<표 2>

인구(억명)
GDP(10억 유로)

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
아, 슬로베니아 등이며, 지중해 지역
2개국은 사이프러스, 몰타 등이다. 이
들 10개국의 가입으로 EU는 인구 약
4억 5,000만명, 역내 GDP 10조 달러
로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육박하는
거대 단일시장이 되었다(<표 2> 참
조).
EU의 이번 중·동부 유럽으로의
확대를 신호로 이 지역에서 EU 가입
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발칸반도 지역의 불가리아, 루마

EU, 미국 및 일본의 경제력 비교
EU 15개국

면적(만㎢)

(27)

319.9

EU 25개국
392.9

일본
37.8

미국
937.3

3.8

4.5

1.3

2.9

9,162

9,600

4,240

10,979

자료 : EU 집행위.
주 : 인구는 2003년 1월 시점, GDP는 2002년 명목GD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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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 등도 2007년경 EU 가입을 목표
로 EU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터키도
EU 가입을 신청한 상태에서 2004년
말에 EU와 가입협상을 개시할 가능
성이 높다. 이 밖에도 크로아티아가
2003년 EU 가입 신청을 한 상태이
며, 서부 발칸지역 국가들도 EU 가입
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EU는
회원국이 30여개 국에 이르는 거대
지역경제통합체로 발전하는 것을 상
상하는 것이 어려운 일만은 아닌 듯
싶다(<표 1> 참조).
이번 EU 확대는 지난 4차에 걸친
확대의 경우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첫째, EU의 이
번 중·동부 유럽으로의 확대는 세계
2차대전 이전의 서유럽의 자본과 기
술, 중·동부 유럽의 자원과 노동을
보완하는 유럽 단일경제 체제로의 복
귀를 의미하는 동시에 정치·경제 양
면에서 세계적인 영향력과 발언권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EU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욕이
그동안 EU 확대의 추진력으로 작용
하여 왔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전역
의 번영을 위해서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1999년 舊
유고 지역에서 일어난 코소보 분쟁을
계기로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중·동
부 유럽 국가들은 1989년 이후 사회
주의 계획경제로부터 민주주의 시장
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추진하여 왔으

며, 이들 국가들의 EU 가입은 EU의
지리적인 광역화, 인구의 증가뿐만 아
니라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시
장경제권으로의 복귀라는 정치적인
의미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나, 단순
히 체제전환 과정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유럽 시민사회의 확대”
라는 관점에서 향후 미치는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번 새로
가입하는 10개국은 인구 7,400만명에
경제규모가 현 EU 15개국의 5% 수
준이어서 기존 회원국과의 소득격차
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이들 중·
동부 유럽국가들의 지난 10여년간의
체제전환 과정은 무역과 투자를 통하
여 유럽경제에 통합 내지 편입되는
과정을 밟아 왔다. EU 가입으로 이들
국가들은 향후 EU의 법체계, 제도 등
과 조화를 이루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기
업 측면에서 이번 EU 확대는 그동안
기업들의 조달, 생산, 유통·판매, 연
구개발, 사업총괄 등 기업 기능을 최
적한 장소에 배치할 수 있는 경제·
지리적인 영역의 확대로 해석된다. 따
라서 효율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
해서 범유럽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
업전략을 구축하여 광역화된 시장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미
중·동부 유럽국가들은 유럽에서의
생산거점, 부품 공급거점으로서의 위
치를 정착시켜 왔으며, 장차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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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규 가입국 및 가입 예상국의 주요 경제지표

체크

신규가입국

가입후보국

면적
(천㎢)

인구
(백만명)

인구밀도
(명/㎢)

명목GDP
(10억유로)

(유로)

1인당 GDP
EU=100

79

10.2

130

146.9

14,400

60

에스토니아

45

1.4

30

13.5

10,000

42

헝가리

93

10.2

108

138.2

13,600

57

라트비아

65

2.4

36

19.9

8,500

35

리투아니아

65

3.5

53

34.3

9,400

39

폴란드

313

38.2

122

363.0

9,500

39

슬로바키아

49

5.4

110

61.3

11,400

47

슬로베니아

20

2

99

35.3

17,700

74

사이프러스

9

0.8

86

14.0

17,400

72

몰타

0.3

0.4

1,259

4.6

11,700

55

불가리아

111

7.9

71

47.4

5,900

25

루마니아

238

21.8

92

128.9

5,900

25

터키

775

69.6

90

90.0

5,500

23

자료 : EU집행위, 2003년 10월 자료.
주 : 1) 1인당 GDP는 구매적 평가 기준.
2) 가입후보국 가운데 불가리아, 루마니아와는 교섭 중이며, 터키와는 관세동맹이 체결되었
으나, EU가입 교섭은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태.

CIS제국, 남·동부 유럽으로의 진출
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동부 유럽은 EU
가입을 계기로 소비시장으로서의 잠
재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이 집중
되고 있다.

(2) 영향
1) 역내에 미치는 영향
EU 집행위는 EU 확대에 따라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10년간 새
로 가입간 국가들의 경우 연간
1.3~2.1% 포인트의 GDP 성장효과

가 있으며, 기존 회원국의 경우는 같
은 기간 동안 0.7% 포인트 GDP 성
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다른 연구기관들의 경우에도 기
존 회원국보다 새로 가입하는 회원국
의 GDP 성장률이 높다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 가입한 국가 중에서도
자본·기술집약형의 제조업 및 금융
서비스 분야, IT분야 등 전문성이 높
은 서비스업 등 기존 EU 회원국들이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에서는 기업
도산, 실업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
EU 확대에 따른 영향은 신규 회원
국의 경우 가입전 단계부터 이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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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었으며, 국가, 지역 및 산업에 따
라 EU 가입의 함의는 서로 다른 상
태이다.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무역
과 투자를 통하여 이미 EU와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리
고 이들 국가들은 EU 가입전 단계에
서 EU와 체결한 “유럽협정(Europe
1)
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
Agreement)”
었고 아울러 시장 통합의 효과도 현
재화된 상태이다. EU 가입 이후에는
통관수속 등 잔존하고 있는 무역장벽
이 완전 철폐되면서 역내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에 새로 가입하는 국가들은 EU
로부터 각종 가입준비 지원금의 지속
적인 수혜 혜택을 향유하게 된다. 행
정기구 개혁 및 투자·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PHARE”
(Poland and

Hungary Action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Economy),2) 공동 농업정책의
원활한 참여를 지원하는“SAPARD”
(Special Pre-Accession Assistance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인프라 수준의 조화 및 환경보전 등의 관
점에서 공여되는“ISPA”
(Instrument for
Structural Policies for Pre-Accession)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EU 가입 이후 지원되는
보조금으로는 결속기금(Cohesion
Fund),3) 구 조 조 정 기 금 (Structural
Fund)4) 및 농업보조금 등이 있는데,
농업보조금을 제외하고는 프로젝트별
로 심사과정을 거쳐 재원이 지급되며
또한 프로젝트 안건에 따라 해당국 정
부의 공동출자도 요구된다. 프로젝트
수행 능력에 따라 공여액이 집행되기

1) EU가 회원국 가입후보국인 중·동부 유럽 및 발틱 국가들과 체결한 협정으로, 협정체결국은 자
국의 법령이 EU의 공동규범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협정체결국은 EU와 정치, 경제, 기술 및
문화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상호 특혜무역을 실시한 후에 1999년 1월 이후부터 자유무역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1989년 7월 파리에서 개최된 G-7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지원계획으로서, 당시 동유럽 국가들의
개방·개혁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자유화물결에 앞장서고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제재건 지
원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990년 1월부터 지원이 개시되었다. 이 계획은 그 후 지원대
상을 불가리아, 체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등 중부 유럽국가와 리투아니
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틱국가로 확대하였다. 지원대상 분야도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사
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과 국영기업의 매각 및 민간기업 육성, 증권시장 개설 등 시장경제 체제
로의 이행을 지원하며, 교육, 보건, 인력훈련, 과학기술 분야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 계획은 여
러 국가에 걸친 장기계획이 많아 1994년 이후 장기 지원계획으로 전환되었다. 지원국들은 회원
국 대표로 구성되는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수혜국들은 프로젝트별 관리단을 설치하고 있다.
3) 경제적으로 낙후된 회원국들의 교통, 통신, 에너지, 환경 등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
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거하여 1994년 5월 설치되었다. 그동안 이 기금은 회원국 평균소
득의 90% 이하의 국가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등 4개국에 지원되었다. 이 기금
을 수혜한 국가들은 재정적자를 축소하여 단일통화인 유로화 도입 기준이 되는 경제수렴 조건
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EU 역내 공동정책의 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농업지도 및 보증기금(EAGGF, 1962년
4월 설치), 사회기금(ESF, 1971년 11월 설치), 지역개발기금(ERDF, 1975년 3월 설치), 어업
기금(FIFG, 1993년 7월 설치), 결속기금(Cohesion Fund, 1994년 5월 설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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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당초 예상한 것보다 보조금 수
령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예상된다.
한편, 중·동부 유럽국가들은 가입
초년도부터 EU 예산을 분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부 재정
에 負의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있다.
재화의 자유이동과 병행하여 EU
단일시장의 기본 개념인 사람, 서비
스, 자본의 자유이동에 대해서도 이행
기간에 일정한 제한조치가 실시된다.
사람의 자유이동과 관련하여 취학 및
체류 목적으로의 이주는 가능하나, 피
고용자로서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
동의 경우에는 7년의 유예기간을 두
고 있어 노동시장의 완전 자유화는
2011년부터 가능하다. 신규 가입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는 노동자 유입을 경계하여 최장의
제한기간을 채택하고 있으며, 당초 자
국 노동시장의 개방입장을 보였던 네
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이 최근 제
한 조치를 도입하여 신규 가입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신규 가입국의 농지,
임야, 부동산의 취득은 국가에 따라 5
년에서 12년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있
으며, 자본의 자유이동에 대해서도 제
약이 남아 있다.
2) 역외국에 미치는 영향
이번 10개국이 새로 가입함으로써
EU는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단일시
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또한 EU는

세계무역에서 1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무역권으로 확대되어 세
계시장에서 EU의 대외협상력이 더욱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EU 신규
가입국들은 EU가 관세동맹으로 출범
하였음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공동 통
상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들 새로 EU에 가입한 국가들은 EU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투자
관련 규범의 변화,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으로 제도 및 정책 면에서 대외적인
신인도를 제고함으로써 역외국들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
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EU의 복지정책 및 사회정
책과의 조화를 위한 법·제도의 적용
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 법인세액
면제 등 우대조치가 경쟁조건의 평준
화 관점에서 대폭 축소되는 경우 이
는 역외국 기업에는 중·동부 유럽이
투자 적지로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역외국들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즉, 중·동부 유럽국가들이 EU
가입으로 비용의 증대, 정책의 자유도
가 저하되는 한편, 기존 EU 회원국
기업들과 경쟁에 직면하는 경우 역외
국 기업들은 이들 시장에서 상대적으
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경
우 역외국 기업들은 임금경쟁 면에서
중·동부 유럽국가들에 비해 비교우
위가 있는 남·동부 유럽국가들과 CIS
등 인접한 EU 역외국가로 관심을 돌
리게 될 개연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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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로의 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임
금비용이 낮은 국가로 순환투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1990년대 초반 체제전환 이행 초반부
터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던 헝
가리로의 투자가 증대되었으나, 헝가
리의 민영화가 마무리된 시점에는 생
산비가 상승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입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헝가리에 이어 민영화가 추진된 폴란
드로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었고 이
어 2002년에는 경제정세가 안정을 찾
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던 체
크로의 투자가 유입되었고 이어 슬로
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으로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2003년에는 발틱 3국,
남·동부 유럽으로의 투자가 증대되
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 투자가 헝
가리를 기점으로 순환되는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상승하고 동시에 EU 규
범과 정합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비용
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이 뒷
받침되지 않는 경우 이들 국가에 진
출했거나 또는 진출하려는 역외기업
들은 EU 확대에 의한 이익을 누리기
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3. EU 기업·산업의 구조변화
(1) EU 확대와 기업전략의 변화
EU에 새로운 회원국들이 가입할

때마다 EU 역내기업 및 산업의 재편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EU 통합이 단계적으로 심화되면서
기업의 경영전략과 관련된 관심도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관세동맹이 이루어지면서 역내관세의
철폐와 역외 공동관세의 도입으로
EU 역내기업은 역내외 무역확대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시켜 왔다. 1980
년대 후반부터는 시장통합에 이어 통
화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국경을 넘는
M&A나 전략적 제휴, 직접투자를 활
용한 비즈니스 확대와 역내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되었다.
1993년 1월 단일시장의 출범이 시
작됨에 따라 EU 역내에 잔존하고 있
는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맞추어 기업
들은 연구개발, 생산, 판매, 금융서비
스, 물류 등 새로운 거점 구축과 이들
의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업
간 경쟁을 벌여 왔다. 그리고 1990년
대 후반 이후부터는 글로벌 경쟁의
격화, 산업의 IT화 진전, 규제완화 등
의 세계적인 조류와 단일통화인 유로
화의 도입, EU 확대 등 유럽 고유의
요인이 함께 나타나면서 국경을 넘는
기업 매수·합병(cross-board M&A)
을 이용한 사업의 재편이나 지역적 기
반의 확대에 주력하여 왔다. 기업들의
전체 투자액도 크게 증가한 반면, 투
자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표 4> 참조).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EU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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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EU 통합의 심화단계별 기업의 전략변화

통합단계
1~2
3

내 용

기업의 관심분야

관세동맹(1968) : 역내관세철폐, 대외공동관세 도입 -역내외 무역확대
역내시장(1993) : 재화, 서비스, 노동 및 자본의
역내이동 자유화

4

통화통합(2002) : 단일통화도입, 금융정책 일원화

5

정치통합

- 새로운 거점마련을 위한
투자확대(M&A, FDI,
전략적 제휴 등)
- 사업재편 및 지역기반
확대를 위한 투자

주 : 여기서의 발전단계는 벨라 발라사의 경제통합 발전단계 분류에 기초함.

은 국경을 넘는 기업간 M&A를 활
발히 추진하여 기업매수가 기업매각
을 상회하여 왔다. 이는 EU가 세계
전체 국경을 넘는 기업간 M&A에서
순매수국의 역할을 담당한 것을 의미
한다. EU 기업의 역외에서의 M&A
대상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계
기업이 주류를 이루나, 시장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중·동부 유럽의 이머징
시장에서의 민영화 기업의 인수를 통
한 현지 진출 확대에도 M&A를 주
로 활용하였다. 기업간 M&A는 IT
버블이 붕괴된 2000년을 정점으로 대
형 투자건을 중심으로 감소추세이나,
EU 기업간에는 기업 분할, 분사, 부
분매각 등을 통한 사업의 재편을 위
해서 M&A가 주로 활용되었다.

(2) 역내 산업재편 가속화
그동안 EU의 확대에 따라 범유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업들은
산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국경을

넘는 기업재편 노력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는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장래에 대폭적
인 수요 증가도 예상되지 않기 때문
에 효율화, 환경대책을 위한 연구개발
비의 증대에 대응할 필요성의 증대로
역내업계의 개편이 추진되어 왔다. 마
찬가지로 의약품 업계에서는 주요 의
약품의 특허기간의 종료나 신기술의
발전으로 신약개발 경쟁이 격화되어
R&D 비용이 격증함에 따라 이를 회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업재편, 과점
화가 빠르게 추진되어 왔다.
제조기업 가운데에는 국경을 넘는
기업간 M&A보다는 현지에 신규의
공장건설을 통한 소위“Greenfield형
의 직접투자”
를 통하여 새로운 생산
및 판매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적으로
사업기반을 확대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에 기업들은 성장시장의 개척, 생
산비용의 삭감을 위해 EU 역내에서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시장으
로 이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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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제품차별화 분업의 거점
으로 지금까지는 남부 유럽국가들이
선호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1980년대
중반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부 유럽국
가들이 EU에 가입하면서 스페인 등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을
선호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유럽
남부지역으로의 산업재편이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노동력의 우
수성, 정부의 투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
이 상승작용을 하여 전기기계, 화학 분
야의 투자가 활발하여 점차 수출생산
기지로 발전하여 오면서 북부 유럽의
산업입지로서의 지위를 굳혀 왔다.
그러나 이번 중·동부 유럽국가들
의 EU 가입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의
지역사업기반이 재편되면서 EU 역내
산업입지의 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것
이다. 생산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하
는 자동차, 전기·전자분야 등 제조업
분야의 경우 이번에 새로 EU에 가입
한 중·동부 유럽국가들을 생산거점
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또한
1980년대 말 이후 체제전환 과정에서
실시한 통신, 전력, 금융 등 기간산업
의 민영화 과정에 기존 EU 회원국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산업효율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산업내 수직분업관계 심화
EU 역내 제조업의 중·동부 유럽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의 증가로 EU

의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간 무역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독일은
중·동부 유럽국가에 대한 투자에 적
극적인데 이 결과로 독일로부터 자동
차 엔진용 부품이나 전자부품의 對
중·동부 유럽국가로의 수출이 증가
하는 동시에, 중·동부 유럽국가로부
터는 디젤엔진 및 관련 부품, 완성차,
케이블, 스위치, 휴즈 등의 대독일 수
출이 증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송
기계, 전기기계 등 조립가공업 분야에
서 공정간 분업 및 제품차별화 분업
등 산업내 수직분업관계가 형성되는
추세이다.
EU의 중·동부 유럽국가로부터의
수입은 2002년 GDP 대비 1.8% 수준
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로의 직
접투자 증대에 따라 상대국의 공급능
력이 확대되고, 이들 국가로부터 투자
국으로의 수입이 증가되는 것은 일본,
미국의 경우에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
이다. EU의 중·동부 유럽 국가로부
터의 수입규모는 일본의 대중국 수입
수준(GDP 대비 1.6%)을 상회하고
있어, EU의 중·동부 유럽에 대한 영
향이 일본의 중국시장에 대한 영향력
보다 상대적으로 크다(<표 5> 참조).
이와 같은 동·서 유럽간 분업의
진전은 새로 EU에 가입하는 국가들
의 고용 증대 및 외화획득 능력 증대
등의 이익을 가져오는 반면, 독일 등
기존 EU 회원국들은 산업공동화의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기존 EU 회원

–25–

<표 5>

미국, 일본 및 EU의 이머징 마켓으로부터의 수입(2002년)
단위 : 대GDP 비중 %
미국

일본

EU

국

1.3

1.6

0.8

기타 아시아

1.8

2.1

1.6

러 시

아

0.1

0.1

0.5

중·동부 유럽

0.1

0.0

1.8

중

미

2.0

0.2

0.6

계

5.2

4.0

5.3

중

남

합
자료 : IMF.

국 가운데에서도 생산비용이 높아지
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역내 고소득
국가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국가들의
경우는 생산비 인하 압력을 한층 더
받고 있으며, EU에 새로 가입한 중·
동부 유럽국가로의 생산라인 이전 위
협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는 EU 확대
에 따른 EU 역내 산업재편의 과정으
로 이해된다.

(4) EU 확대의 산업별 영향
EU의 확대는 대내적으로 범유럽
차원의 경쟁이 더욱 촉진됨을 의미한
다. 이에 따라 산업별, 지역별, 기업별
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 EU 확대가 기업의 활동에 미칠 긍
정적인 영향으로는 ①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에 의한 생산성 향상, ② 법·제도
개혁 및 행정개혁의 추진으로 장기적
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③ EU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 모두의 국제경
쟁력 향상, ④ EU 회원국과 신규 가입

국간 무역확대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EU 확대에 따른 긍정적
인 효과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많이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
업 가운데 제조업의 경우는 이미 추
진하여 왔던 회원국 확대에 따른 EU
차원에서의 산업 재배치에 의한 효율
성 증대와 수익기회 확충의 여지를
넓힐 것으로 보이며, 비제조업의 경우
에도 신규 가입국으로의 사업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이익창출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기업의 경우
에는 지역에 근거하여 영업을 하기
때문에 EU 확대의 영향이 상대적으
로 적으나, 중소기업 가운데 신규 가
입국 접경에 있는 기업들은 국경을
넘는 비즈니스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
하여 대기업 이상으로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
한편, EU 확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되는데, 그 근거로는 ①
EU 재정을 통한 소득 이전이 기존
EU 저소득 회원국에서 새로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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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으로 점차 이전, ② 민간기업의
경우 EU 확대로 효율적인 생산체제의
구축을 위해 더 한 층의 생산비용 축
소가 가능한 새로운 가입국으로의 생
산거점 이전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EU 확대에 따른 부정적
인 영향은 EU에 새로 가입하는 국가
들의 비교우위의 원천이 풍부한 저임
노동력임을 감안한다면, 기존 EU 회
원국 가운데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
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 스페
인, 포르투갈 등이 가장 많이 받을 것
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노동집약
도가 높은 의류 및 가구산업 그리고
조립산업 가운데 수송기계 및 전기기
계 등 노동집약도가 높은 공정부문의
산업분야 등이다.
EU의 고용구조에서 노동집약형 산
업인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감
안한다면, EU의 확대로 새로 가입한
국가들이 비교우위를 누리는 분야에
서 창업의 활발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
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우리의 대응 : 글로벌 시각에서의
산업 및 기업 대응 요구
(1)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역외국의 입
장에서 이번 EU 확대로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① 세계
최대의 단일경제권이 출범함에 따라
무역·투자기회의 확대, ② 새로운 회
원국들이 EU 관세동맹에 참여함으로
써 높은 관세율이 EU의 관세율 수준
으로 인하(비공식 집계된 농·수산물
을 제외한 EU 평균관세율 6.3% 수
준에 비해 폴란드 15%, 사이프러스
8.3%, 헝가리 11%, 불가리아 12%,
루마니아 19% 등), ③ EU 확대에 따
른 추가적인 경제성장(신규 가입국
1.3~2.1%, 기존 회원국 0.7% GDP
증대효과)과 소득증대 효과로 새로운
수요창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① 새로
운 회원국의 증가로 무역 거래선이
새로운 회원국으로 전환되어 발생하
는 무역전환 효과(교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환이라기보다 단순한 수입선
의 역내전환) 발생 및 역외국에 대한
새로운 무역장벽 우려, ② 중·동부 유
럽국가 안에서 선진국 기업과의 예상
되는 경쟁 격화, ③ 중·동부 유럽국가
들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제공한 인센
티브 혜택을 EU 수준으로 조정 내지
폐지, ④ EU의 환경, 노동, 식품위생
등 엄격한 규정비용 등 비관세장벽
강화에 따른 생산비 증가의 우려 등
을 열거할 수 있다.
이상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인을
모두 고려할 때, 이번 EU의 확대는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의 입장에서
도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보

–27–

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가입
국들이 EU가 마련한 규범을 적용함에
따라 경제의 개방성 및 투명성이 증진
되고, 무역과 투자 면에서 새로운 기회
를 창출하는 등 경제의 성장과 활성화
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EU
가입이 예상되거나 가입협상을 전개할
루마니아, 터키 등 상대적으로 임금비
용이 낮은 인접지역 국가에 대한 우리
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우리
기업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는 점 등은
EU 확대에 따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라 할 수 있다.
무역 면에서 이번 EU의 신규 가입
국들의 비중은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1% 미만으로 매우 낮다. 그러나 이들
국가로의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
어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이 가
속되어 성숙된 시장으로 발돋움하는
경우, 수출시장으로의 가능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 국가들
은 저임금 등 낮은 비용구조를 활용한
생산거점으로의 기능이 보다 강조되어
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상당기간
동안에도 이와 같은 비즈니스모델을
활용하여 기존 EU 회원국으로 우회진
출을 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 패
턴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의 대응방향
EU의 확대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

로운 도전인 동시에 기회임을 감안하
여 이 지역에 대한 무역 및 투자 등
산업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을 포함한
북미시장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남
아시아 그리고 EU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시장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통상 및 투자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확대를 통하여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국가들은 경제, 지리적
인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풍부
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신상품 및 서
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들임을 감안하여 이들 국
가를 거점으로 하는 유럽진출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은 이
지역으로의 투자를 확대하여 진출 교
두보를 마련하는 단계(푸조·시트로
엥이 중·동부 유럽에 7억 유로 투자,
필립스사가 TV 생산기지의 일부를
헝가리로 이전, 제약사들의 현지 생산
체제 마련 등)이며, 이 과정에서 역외
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도
모색(푸조와 도요타의 합작으로 체크
에 자동차 공장 건설 등)하는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화를 위한
직접투자 전략을 마련하여 현지의 기
호에 맞는 제품생산을 위한 상품 차별
화 전략 등을 추진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대기업 단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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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진출보다는 연관기업이 공동으
로 동반 진출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번 EU의 확대는 장기적인 시각
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동·
서 유럽간 무역구조 및 경제협력 구
조를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북부 유럽국가들과 발틱 3국 그리고
러시아 및 인접국과의 교역을 연결하
는 노르딕 무역축,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 등 동부유럽을
연결하는 알파인 교역축, 그리고 영
국, 프랑스, 베네룩스 3국과 독일 등
과 폴란드 등을 연결하는 기존 무역
축의 조화 등이 예상되어 이들 특성
에 맞는 무역패턴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확대 EU의 인접국을
대EU 진출 우회기지로 적극 활용하
는 지혜도 필요하다. 러시아, 벨로루
시, 우크라이나 등 인접국들의 지리
적, 경제적 이점을 활용하여 대EU 수
출기지로 활용하는 한편, EU와 FTA
또는 GSP제도에 의한 무역특혜를 누
리는 지중해 연안 국가 및 舊유고 연
방국가 및 GCC 국가 등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우리의 진출이 취약한 노
르딕 무역축과 알파인 무역축 국가들
과의 교역 활성화를 통해서 대유럽
교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EU간에는 이미 기본협

력협정(Framework Agreement)의
체결 및 발효를 통하여 협력을 강화
하고 있는 단계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6년 이후 ASEM을 통하여서도
EU와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EU의 확대에 즈음하여 양자간
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기본협력 협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관계의 긴밀화, 문화협력 등 다방
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 우리 기업과 유럽기업
의 공생을 위한 협력방안으로 ① 양
지역간 무역과 투자 관련 장벽의 제
거를 통한 한·EU간 교역 및 투자의
획기적인 확대, ② 이를 지원하기 위
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
하여 중소기업의 무역 지원, 인터넷
무역거래 촉진, ③ 우리의 생산기술과
노동력 그리고 EU의 자본 및 원천기
술이 결합된 전략적 제휴 확대, ④ 부
품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간 협
력 강화, 생산교류, 인력교류 등 산업
협력 강화 기반 마련, ⑤ 끝으로 한·
EU간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한·EU간 FTA를 통해 포괄
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접근도 바람직하다.5)

5) 이에 대해서는 Yong-Dai Shin,“European Integration and Korea: Toward a New Direction
for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 European Integration and AsiaPacific Region, KIEP, 2003 참조.

–29–

<참고문헌>
·김득갑,「동구의 EU가입과 기업대응전략」
, 이슈페이퍼, 삼성경제연구소, 2003. 12.
·김박수,“2004년 EU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 「월간 세계경제」
, 2004년 4월호,
pp. 12~21.
·신용대 외,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
, 산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1998.
·신용대 외,「ASEM의 무역원활화 추진방안」
, 산업연구원, 1998.
·산업자원부,“EU확대의 영향 및 대응방안”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4. 4. 27.
·이희범,「유럽통합론 : EU통합정책과 대응전략」
, 법문사, 1997.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FDI Policies for Development :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2003.
·Yong-Dai Shin,“European Integration and Korea: Toward a New Direction for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 European Integration

and Asia-Pacific Region, KIEP, 2003
·山本さくら,“EU統合の 深化と擴大”
, The World Compass, 2004. 4, pp. 8~11.
·伊藤さゆり,“地域統合の進展と歐洲經濟の構造變化”
, The World Compass, 2004. 4,
pp. 2~7.
·小林公司,「新·旣加盟國とも擴大後の構造改革が課題た」
, みずほ總合硏究所, 2004년
5월, p.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