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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사회 동향
□ 경제동향
ㅇ 폴 란 드 경 제 부 , 20 19년 폴란드 경제성장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
- 18년 약 5%의 성장을 누렸던 경제가, 19년에는 3%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올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 전망이 폴란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businessinsider>

ㅇ

2018년

한해

폴란드

경제특구

투자실적

전년과

대비해

감소

- 작년 폴 경제특구 투자진출기업 347개, 투자액은 146억PLN로 조사
- 2017년 대비 투자기업수 1.42% 감소, 투자액 2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Puls Biznesu>

ㅇ 폴란드 중앙은행(NBP) 준비자산, 2018년 12월말 기준 1,023억 유로
- 2018년 11월말 대비 22억 유로 증가한 수치로 금 가치의 상승이 주요 원인
- 약 129톤의 금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준비자산 중 약 4.5% 차지
<wnp.pl>

ㅇ Swi et okr z ys ki e 주 임금수준 가장 낮아, 고용인원 중18% 최저임금 받아
- 폴 노동자 7명중1명 최저임금 수령, 요식서비스중 38%, 건설노동자중 33%
- Swietokrzyskie 18%, Malopolska 17% 최저임금 받아 가장 낮은 지역으로 발표돼
<rp.pl>

ㅇ 폴 정부 2018년 예산 흑자 발표 예상, 비공식 정치적 압박으로 인한 발표 의심
- 2018년 국가 예산 흑자 발표, 정치적으로 정당연합 다음선거에 긍정적 효과
- 전문가들, 사회적 기대치 상승 자극, 임금인상, 고액사업 요구 등 부작용 우려
<Dziennik Gazeta Prawna>

ㅇ 폴란드 노동부, 2018년 12월 폴란드 실업률 전월대비 상승 기록 발표
- 11월 대비 0.2% 상승한 5.9% 기록하여, 기존 전망치인 5.8%보다 높은 수치
- 14개 주에서 실업률이 상승했으며, 실업자 수 기준으로는 전월대비 2.2% 증가
<pulshr.pl>

ㅇ 폴 란 드 통 화 정 책 위 원 회 ( R P P ) , 향 후 에 도 금리 1.5%로 유지할 것으로 발표
- 1 월9 일에 당분간 금리인상 계획 없음을 발표, 시장의 기대와 일치
-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5%를 하회하고 경제성장세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보여
<parkiet.com, rp.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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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무부 장관 Teresa Czerwinska, 2018년 재정적자 150억PLN 미만
- 일반정부 부문 자료는 1월말 공개 예정, 최종 결산자료는 2월에 공개 예정
- 전 반 적 인 적자 규 모 축 소 와 개 인 및 기 업 소 득 세 수 입 확대 에 의 한 결 과
<businessinsider.com.pl>

ㅇ 폴 투자무역청(PAIH) 사장 사임, 업무공백 최소화 위해 조만간 신임사장 임명 예정
- Tomasz Pisula, PAIH 사장이28개월 간의 임기를 끝으로 사임 표명
- 임기동안 기관명 변경, 70개국에 해외지사 개설 등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Puls Biznesu>

ㅇ Euromonitor, 폴란드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이 소형 상점들을 죽이고 있다고 보고
- 2019년 소형상점 3400개 축소, 5200개 폐업, 1800개 신규 슈퍼마켓 개점 예견
- 1월 1일부터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이 강화되어 매달 마지막 일요일만 영업허용
<tvn24bis.pl; Rzeczpospolita>

ㅇ 18년 한해 83%의 기업이 임금 인상, 올해도 기업들의 지속적인 임금인상 전망
- Hays Poland 조사 따르면 IT, 생산, 비지니스 아웃소싱 분야 임금 인상 폭 커
- 2 01 9년 에도 약 7 5% 의 기업 이 인금 을 인상 할 계획 이 있는 것 으로 나 타나
<pulshr>

□ 산업동향

ㅇ 폴 란 드 국 내 최 대은 행 P KO BP, 201 8년 자 산 총 액 역 사 상 최 고액 달성
- 2018년 폴란드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최고 5백억 즈워티(약 14조원) 기록
- 2 0 1 8 년 3분기 자산 총액도 사상 최고 수준 3060억 즈워티(약 91조원) 달성
<forsal.pl>

ㅇ 폴란드 내 거주중인 우크라이나 인력, 최대 100만명 정도 유출 예상
- 19년 1월부터 독일의 비EU국민 노동시장이 개방돼 우크라이나 인력유출 심화 예상
- 우크라이나 인력 유출을 정부차원에서 막아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 높아
<forsal.pl>

ㅇ 폴란드 주택 부동산 가격, 작년에 이어 2019년에도 느린 속도로 상승 예상
- 2019년 폴란드 주택 가격 상승 예견, 구매자들 위축 우려 있으나 수요는 여전
- 그단스크 연간 최대 8.87% 수익률 예상, 바르샤바 Bialoleka도 수익성 높아
<businessinsider.com.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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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년 1월부터 시행된 법인세 9% 인하 혜택, 6%의 영세기업만 수혜받을 전망
- 매출액이 12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영세기업은 9%의 법인세 인하 혜택
- 그러나 전체 폴란드 기업 중 약 6%만 법인세 인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
<Rzeczpospolita>

ㅇ 폴란드 최대 신발 제조 및 판매회사 CCC, 2018년 판매액 연 목표 근접 달성
- CCC 2018년 매출 전년대비 18% 증가한49.4억 PLN, 연목표 50억 PLN 살짝 못미쳐
- 온라인 판매가 전 매출의 1/5 구성, 12월만 전년대비 65% 성장한1억 PLN 판매
<businessinsider.com.pl>

ㅇ 폴 은행들 정기예금 이자율 상승 압박 받아, KNF 스캔들이 주요원인으로 봐
- 신규가계 예금 평균 이자율 10월 1.8%에서 11월 2.3%, 전체예금 1.6~1.8% 증가
- KNF스캔들 관련된Getin과 Idea 은행 자금유치를 위해 이자율 높인 것이 원인
<Rzeczpospolita>

ㅇ 폴란드 정유회사 L o t o s 와 P K N O r l e n , 2 0 1 8 년 정제마진 대폭 확대
- 연간 1배럴당 정제마진 각각 36.3% 증가한 7.32달러, 11.6% 증가한 4.8달러
- Lotos는 5년사이 최고 증가폭으로 18년 4분기에만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
<forsal.pl>

ㅇ SKODA, 2018년 폴란드 내 최고 인기 자동차 브랜드로 부상
- 2018년 신차 등록건수 총 160만대 중 Skoda가 약 7만대로 1위
- 그외 폭스바겐 5만5천대, 토요타 5만5천대, BMW 1만5천대 등
<tvn24bis.pl>

ㅇ 폴란드 M&A 시장 2018년 매우 활발, 2019년에도 트렌드 지속 전망
- 2018년 폴란드 200건 이상 기업 인수, 많은 기업이 GPW 상장기업
- 폴 기업들은 수익성, 자금 조달 가능성, 좋은 자산가치 평가로 투자가치 높아
< Parkiet>

ㅇ 2 0 1 8 년 한해 동안 바르샤바 쇼팽공항 이용객수, 전년대비 1 2 . 7 % 증가
- 2018년 한해 동안 바르샤바 쇼팽공항 이용객 수 1800만 여명
- 지속적인 국제선 이용객 증가로 올해 동 공항의 8,500 m² 확장공사 시작 예정
<tvn25bis.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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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약 8만명의 개인사업자, 폴란드 사회보장세(ZUS) 인하 특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조사
- 기업기술부, 1월부터 적용되는 ZUS세 인하 약 8만명 개인사업자에 혜택
- ZUS 인하 혜택은 연간 소득이 6만 3천 즈워티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forsal.pl>

ㅇ 18년 한해 약 1천9백만톤의 석탄이 폴란드로 수입, 그 중 러시아산이 70% 이상
- 석탄은 여전히 폴 최대 에너지원이나 국내 석탄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
- 올해 수입 석탄양은 2천만톤 초과, 러시아산 수입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Dziennik Gazeta Prawna>

ㅇ 2019년 신규 자동차 공장 운영으로 완성차 및 부품 생산 확대 기대
- PSA 그룹의 Tychy 공장, Mercedes의 Jawor 공장 등 2019년 중 운영 시작
- 2018년 완성차 생산량은 전년대비 6.7% 감소한 36만대로 어려운 한해였어
<rp.pl>

ㅇ 폴란드 도로공사, 총 4 3 5 k m면적의 고속도로 신구간 건설 입찰계획 발표
- 올해 약 200억 즈워티 상당의 전국 17개의 신구간 고속도로 건설 입찰 예정
- 동 구간은 총 1,350억 PLN 규모의 ‘2014-2023 국가도로건설프로그램’의 일환
<forsal.pl>

ㅇ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폴란드 물류창고 산업 호황기 지속될 전망
- 전자상거래 호황과 저렴한 임대비용 등 이점으로 폴란드 물류창고 산업 활발
- 2019년은 전년에 비해 신설 물류창고 임대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Parkiet>

ㅇ 올해 5월20일부터 전 유럽 담배제품에 대한 Track & Trace 모니터링 전격 시행
- 유럽 내 유통되는 모든 담배제품 등록 및 Directive 2014/40 규격 사용 필수
- 암거래 방지 목적, 폴란드는 신규격 담배 생산 준비 안돼 불법유통 유발우려
<businessinsider.com.pl>

ㅇ 미국 실리콘밸리의 T e s l a 사, 바르샤바에 전기차 수리 서비스 센터 설립
- 지난 4일 Tesla 폴란드 서비스 센터 등록, 주주는 네덜란드 Tesla
- 동 바르샤바 법인은 전기차 수리, 유지보수 및 자동차 부품 도소매에 주력 예정
<Puls Bizne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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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폴란드 작년 100만 대 이상 중고차 수입, 전년대비 7%증가 역대 4번째 높은 결과
- 수입비중은 독일 58%, 프랑스 9%, 벨기에 7%, 디젤엔진이 43.1%로 가장 많아
- 전체 중고차 등록 수 160만, 비엘코폴스키 12.4%, 마조비에츠키 12.3%로 최다
<tvn24bis.pl; Rzeczpospolita>

□ 사회동향
ㅇ 폴란드 대통령 An d r z e j Du d a , 1 2 월 3 1 일 저녁에 신년축사 발표
- 2018년은 폴란드 독립 100주년으로 매우 뜻 깊고 민족의 자부심을 느낀 해였어
- 2019년은 NATO 가입 20주년 및 EU가입 15주년으로 또 한번의 중요한 해가 될 것
<Radio Poland>

ㅇ 가축용 GMO 사료 사용 제한법, 2021년까지 시행 유예기간 연장
- 2006년 GMO 사료에 대한 금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시장 상황으로 계속 연기돼
- 현재 수입산 GMO사료 주로 사용 중, 자국산 고단백 사료 사용확대 위해 노력 중
<Radio Poland>

ㅇ 일요일 영업금지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만 영업 가능
- 폴란드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으로 인하여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만 상거래가 가능
- 부활절이 있는 4월 2주, 성탄절이 있는 12월 3~4주 일요일은 예외로 허용
<businessinsider>

ㅇ 폴란드 2 0 1 9 년 새해 맞이 전야 축제 중 사고 발생 건수 비극적 수준
- 2019년 00시를 전후로 1일 오후까지 총 1664건 사고 발생. 이 중 828건이 화재
- 교통사고의 경우 530건 신고로 출동, 10명이 숨졌으며 166명이 중경상
<sputniknews.com>

ㅇ 2019 년 1월 중,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500유로짜리 지폐 사라져
- 1월27일부로 유럽 19개국 중 17개 국에서 500유로짜리 지폐 발행중지 선언
-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기술적 문제와 원활한 전환을 위해 4월26일까지 보류
<sputniknews.com >

ㅇ 폴 통계청(GUS), Family 500+ 프로그램이 수혜자들의 직장생활에 긍정적 영향 미쳐
- 설문대상 30만명 중 7만6천명이 500+ 혜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응답
- 폴 노동부,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에 짐을 덜고 더욱 전문 일 수행 가능하게 돼
<forsal.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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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9년 1월 1일부터 배출세 도입되어 연료가격 변화에 대한 영향 우려
- 18년 7월 제정된 가스배출 수수료, 19년 1월 발효되어 운전자들에 부담 예상
- 야당은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이 제정되었다고 비난
<tvn24bis.pl>

ㅇ 폴란드인 3%만이 독감예방접종, 독감시즌 본격적으로 다가 오고 있어 우려돼
- 이번 겨울 130만 명의 독감환자 발생, 향후 3 개월 동안 최고조에 이를 것
- 작년 겨울에는 530만 명 독감환자 발생하여 전문가들 예방접종 중요성 강조
< Radio Poland>

ㅇ EU위원회, 올 1월부터 시행된 폴란드 에너지 가격 법령 EU에 공시 촉구
- 폴란드 에너지 소비세 가격 등을 인하하는 에너지 가격 법령이 올 1월부터 시행
- EU 위원회는 동 법령이 EU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EU에 신속히 공시할 것을 촉구
<wnp.pl>

ㅇ Mateusz Morawiecki 총리, 2018년 폴란드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선정돼
- SW Research, 응답자 중 12%가 2018년 최고 정치인으로 모라비에츠키 총리라고 답해
- 35~49세, 고등교육자, 5천PLN 이상 소득자, 대도시 거주자, 남성의 지지율 높아
<Rzeczpospolita>

ㅇ 폴 정부, 첫째자녀 및 장애아동의 500+ 지원대상 월소득기준 100PLN 상향 계획
- 10월부터 첫째자녀 지원기준 월소득 900PLN으로, 장애아동 1300PLN으로 상향 조정 예정
-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한자녀 가정 중 더이상 지원받지 못할 대상자 생길 예정
<Gazeta Wyborcza>

ㅇ 연료비 절약 위해 독일로 가는 폴란드인들, 자동차 연료 가격 독일보다 더 비싸
- 처음으로 폴 가솔린과 디젤의 가격이 독일보다 리터당 0.3~0.4PLN 더비싸
- 폴 소매업자들, 도매가격 하락해도 소매가격에 반영 매우 느리기 때문으로 분석
< tvn24bis.pl>

ㅇ 폴란드 교사 협회 ZNP, 교육부의 기본급 인상안 반대하며 파업 예정
- 교육부 장관 Anna Zalewska, 교사들의 최저 임금 121~166 PLN 인상 계획
- ZNP는 1,000 PLN 요구하며 파업 예고, 학교 감사관의 압력 피하기 위해 날짜는 미확정
<forsal.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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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폴란드 국립감독원(NIK), 폴란드 국민은 연평균 약 2kg의 식품 첨가제 소비
- 최근 2년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연간 폴 국민이 소비하는 첨가제양 엄청나
- EU규정에 따라 3백여 개의 식품 첨가제 허용하나, 관련된 위생청 감독 부실
<Radio Poland>

ㅇ 폴란드 경찰, 2018년 한해 차량 도난 사건 전년대비 11% 감소했다고 보고
- 2018 년 폴란드에서 총 9,075 대의 차량 도난 사건 발생, 전년대비 11 % 감소
- 경찰 활동 강화, 도난방지시스템발달, 감시카메라 증가 등이 감소의 주요인
<rp.pl>

ㅇ 이탈리아 부총리, PiS당에 EU회의론동맹 가입 독려 목적 폴 방문
- 부총리 Salvini, 유럽선거전 EU회의론자 동맹 결성 계획하고 PiS을 가입희망해
- PiS, Salvini와 러시아/프랑스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 의심, 불편한 제안될 듯
<Dziennik Gazeta Prawna>

ㅇ PO와 PSL, 2019년 5월 계획된 EU의회 선거에 연합 선거운동 예정
- 2월 초 정당연합에 대한 구체적 발표 예정, 기타 소수 정당과 연대도 계획
- 각 당대표인 Grzegorz Schetyna와 Wlodzimierz Kosiniak-Kamysz가 직접 발표 예정
<tvn.pl, rp.pl>

ㅇ 기업기술부 장관, 장기적 에너지 가격 낮추기 위한 Energy Plus 정책 발표
-

프로슈머에

-

현재

의한

검토중인

에너지 생산 대중화로

에너지부의

정책

초안과

에너지 가격 낮출 계획
동일한

방향성을

가져

<wnp.pl>

ㅇ 2018년 폴 범죄 검거율 전년대비 1.6% 증가한 74.1%, 국민 만족도 74% 역대최고
- 작년 8만건 범죄발생, 차량도난 최초로 1만건이하, 체포율 전년대비 3%증가
- 폴란드 국민 74% 경찰수행활동 만족, 93%는 내가 사는 곳이 안전하다고 여겨
<thenews.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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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동향
□ Grudziadz시 트램 입찰 정보
ㅇ 프로젝트명 : Grudziadz시 트램 구매
ㅇ 지역 : Grudziadz, 폴란드
ㅇ 발주처 : Grudziadz 시청
ㅇ 프로젝트 상태 : 계획
ㅇ 입찰 공고일 : 2019~2020년 중
ㅇ 프로젝트 규모 : 1,500만PLN (약 350만 EUR)
ㅇ 구매 기간 : 2021~2022년 중
ㅇ 발주처 연락 정보
- 담당자 : Ms. Teresa Kleczewska (Head of Department of Transport)
- 전

화 : +48 564510409

- 이메일 : t.kleczewska@um.grudziadz.pl
- 홈페이지 : https://grudziadz.pl/
ㅇ 입찰 세부
- 25~26미터 길이의 트램 최대 8량 구매 계획
- 선로 시스템의 이유로 모든 차량은 실제 규격에 맞고, low-entry,
single-ended 형태여야 함
- 발주처는 출입구는 5개의 최대 200명 수용규모의 트램을 계획
- 에어컨디셔닝, 현금과 카드 이용이 가능한 승차권 발권기, 승객 안내용 정보
시스템 및 모니터 등 갖춘 트램 희망
ㅇ 무역관 의견
- 동 분야에 납품이 가능한 한국 업체들은 향후 입찰을 신청하기 위해 지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Grudziadz시는 향후 동 프로젝트에 대해 EU기금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ㅇ 참고
https://www.transport-publiczny.pl/wiadomosci/grudziadz-przesuwa-zakup
y-tramwajow-604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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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동향

□ 폴란드 Smay사, 폴란드 경제특구 공장 설립 확정
ㅇ 환기 및 화재 방지 제품을 전문 생산하는 폴란드 Smay사는 크라쿠프 근교의
니에포워미에츠(Niepołomiec) 경제특구 지역에 8120만 즈워티(약 240억 원)를
투자하여 생산 공장을 신축하기로 확정함.

ㅇ 동 투자로 최첨단의 생산 공장 및 기술∙연구센터가 2020년 중반 완공 예정임.
ㅇ Smay Group사는 환기 및 화재 방지 분야에서 기술 혁신적인 장비 및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사는 크라쿠프에 위치하고 있음.
<wnp>
□ 이탈리아계 Sofidel Poland, 폴란드 생산 공장 확장
ㅇ 화장지, 티슈 등의 위생용품을 전문 생산하는 이탈리아계 Sofidel 폴란드 법인은
바르샤바 근교 치에하느프(Ciechanów)에 소재한 현 생산 공장을 대폭 확장하
는 것에 최종 결정함.
ㅇ 동 공장 확장 공사 후 공장 총 면적이 약 25만 m² 면적으로 확장될 예정
ㅇ Sofidel Group은 1966 년에 설립된 중견기업으로 화장지, 냅킨, 주방 용지, 티슈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임.
<Propert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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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White Cloud사, 폴란드에 제약 공장 설립 예정
ㅇ 글로벌 제약회사인 영국계 White Cloud사는 폴란드 비엘코폴스카 주 소속의
야로친(Jarocin)지역에 제약공장 설립을 최종 확정하여 최근 지역정부와 투자
의향서를 체결함.

ㅇ 동 사는 3.7헥타르에 이르는 토지를 매입하여 약 1천만 유로(약 120억 원)를
투자할 예정
ㅇ 동 사는 야로친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 독일 베를린과 바르샤바 중간지역에 위치
한 지리적인 이점 등이 투자지로 결정하게 된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언론 보도됨.
<Propertynews>
□ 폴란드 투자·무역청(PAIH), 2018년 한해 60개 투자 프로젝트 지원성과 달성
ㅇ 2018년 한 해 동안 폴란드 투자·무역청은 총 18억 유로(약 2조2천억 원)에
달하는 60개의 폴란드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 것으로 동사 자체 언론 보도됨.
ㅇ 투자 국가별로는 미국, 독일, 한국, 일본 등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됨.
<w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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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역 주요 거시경제 동향
□ 주요 경제지표 동향
<2018년 12월 주요 경제지표>
구분
생산

소비
고용
무역

GDP증가율 (EU28)
산업생산지수
구매관리자지수(PMI)
소비자신뢰지수
소매판매액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EU28)
수출증가율(EU역외)
수입증가율(EU역외)

단위

2017년

%
%
P.
P.
%
%
%
%
%

2.6
0.3
58.1
0.5
2.4
1.4
7.3
7.7
8.2

2분기
2.2
-0.4(6월)
54.8
-0.6(6월)
1.9(6월)
2.0(6월)
6.9(6월)
2.5
2.8

2018년
3분기
1.9
-0.2
54.5
-1.9
1.5
2.1
6.7
4.1
5.5

10월
53.1
-2.7
2.2
-

11월
52.4
-3.9
-

ㅇ 시장여건 : 고용시장의 안정화, 유럽 내수경제 회복 및 수출호조에 따른 설비수요 증대로 견고한 성장세 지속중
- (GDP) 2018년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 (EU28개 회원국 모두 플러스 성장), 전년
동기 대비 민간소비(+0.4%) 및 설비투자(0.8%)의 확대가 GDP 성장의 긍정적 요소로 작용 헝가리 5.0%, 루
마니아 4.1%, 폴란드 5.7%, 슬로바키아 4.5% 등 동유럽을 중심으로 성장세, 독일 1.2%, 프랑스 1.5%,
영국 1.5%, 이탈리아 0.8% 등 주요국도 안정적 성장 지속 중
- (산업생산지수) EU 28개국 기준, 전년대비 1.3%증가, 전월대비 0.2% 증가 : 에너지 부문 제외, 모든 산업
부문의 생산량이 전월 대비 일제히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에너지 부문 생산량이 크게 감소(1.4%)하며,
증가치를 모두 상쇄, 총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0.2% 소폭 상승. 특히 자본재 부문 생산량과 내구성
소비재 부문 생산량이 각각 0.8%, 0.6% 증가했으며 ,이어 중간재와 비내구성 소비재가 0.3%씩 증가 기록
- (실업률) EU 28개국 6.7%, (’18.10월기준) 전월대비 변동無,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 ’08.9월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하향세 (유로존의 경우 10월 실업률 8.1%으로 전월대비 변동無, 전년대비 0.8% 감소)
* EU28개국 중 최저 실업률 체코 2.2%, 독일 3.3%, / 최고치 그리스 18.9%(’18.8기준), 스페인 14.8%
*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한 국가는 크로아티아(10.2%⇒8.1%) 그리스 (20.8%⇒18.9%), 스페인
(16.6%⇒14.8%), 포르투갈(8.4%⇒6.7%)순
- (소비자신뢰지수) 전월대비 2.3 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유로존 기준 평균치인 –12.0p를 안전
히 상회 (11월-3.9p ⇒ 12월 –6.2p)
- (수입·수출) 고용상황 개선·설비 가동률 증가에 따른 내수 확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
* ’18.10월기준 전년동기대비 EU의 전세계 대상 수출액은 5.0% 증가한 1조6,279억 유로, 수입액은 6.7% 증가
한 1조4,615억 유로로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며 224억 유로 무역수지 적자 기록 對 한국 수입은
18.10월 누적기준 429억 유로로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 (EU수입시장 주요 10대 국가 중 한국의 EU
시장 점유순위는 8위로 주요 경합국인 중국(4.8%), 일본(1.7%)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하락률 기록)
* 자료원: EUROSTAT / GDP증가율(전년동기대비), ’18년 3분기 기준이 가장 최신 통계(18.12.7 확정치),산업생산증가율(전년대비)
’18년 10월 기준이 가장 최신 통계(’18.12.12. 발표치); IHS Markit / EU 복합구매관리자지수(18.12.14 발표치);
Tradingeconomics/
소비자신뢰지수 (18.12.21 발표치); EUROSTAT / 소매판매액증가율(전년동기대비, EU28기준) ’18년 10월 기준이 가장 최신 통
계(’18.12.5.발표치); ECB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18년 11월 기준이 가장 최신 통계(’18..12.16.발표치); 실업률, ’18년
10월 기준이 가장 최신 통계 (’18.11.30. 발표치); EU무역통계치 ’18년 10월 기준이 가장 최신통계,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18.12.17.발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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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對 EU 수출실적
<2018년 12월 對 EU 13대 품목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전년동기비)
구분

호조

부진

총계

품목명
자동차 (①)
일반기계 (②)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품 (③)
철강제품 (④)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석유제품 (⑤)
선박류 (①)
섬유류 (②)
무선통신기기 (③)
컴퓨터(④)
가정용전자제품
13대 품목
전체 품목

12월(12.1∼12.20)
금액
증감률
492
55.3
425
28.3
264
13.2
244
18.2
143
14.8
117
2.0
66
44.1
38
304.4
334
-34.8
80
-0.6
68
-9.1
56
-30.5
50
-0.7
2,377
-

누계(1.1∼12.20)
금액
증감률
7,906
8.4
6,971
22.9
4,353
18.5
4,288
4.5
4,131
25.6
2,065
23.9
1,201
3.0
941
-23.0
4,725
-41.7
1,434
9.5
1,156
-18.2
1248
13.8
880
-23.9
41,299
-

3,224

55,416

10.2

5.6

* 자료원 : 2018년 12월(12월 1일~20일) 산업부 제공 통계자료기반 KOTRA 유럽지역본부 분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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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동향

ㅇ 네덜란드 Centric IT Solutions사, 리투아니아 쿠나스 지역에 사무실 오픈
- 동사 리투아니아 사무실은 현지 IT 전문가들로 구성, 250명 이상 직원 고용 예상
- 동사는 리투아니아의 우수한 IT인력과 우호적인 투자환경으로 인하여 투자진출 확정
<Invest Lithuania>

ㅇ 핀란드 스타트업 Experimentica사, 리투아니아에 투자진출 결정
- 핀란드 기술혁신 연구 기업 Experimentica사는 수도 빌뉴스에 5백만 유로 투자
- 동사는 빌뉴스 산업단지에 1,100 m² 면적의 연구실 및 사무실을 운영할 예정
<Invest Lithuania>

ㅇ Moody's Corporation, 유럽을 위한 신규 사무실 위치로 리투아니아 빌뉴스 선택
- 멀티언어 인재,높은 교육수준,IT인프라 등 친사업 환경고려, 빌뉴스 최적지로 결정
- 금융, 인사, 정보보안, 정보기술의 평가와 연구 및 비즈니스 운영 지원예정
<investlithuania.com>

ㅇ 리투-폴 전력업체 Litgrid와 PSE, HVDC 해저 케이블 설치 계약 체결
- 발트국-유럽대륙 간 전력 시스템 동기화 목적, 설치업체는 Harmony Link사
- 신규 해저케이블과 기존 LitPol Link를 통해 2025년까지 전력동기화 완결 기대
<bnn-news.com>

ㅇ 리투아니아 철도공사,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위한 LG is Changing 프로그램 개시
- 국영 철도회사 Lietuvos Gelezinkeliai,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혁신 강조
- E U 의 4 차 철도패키지 준칙 하에 독일의 철도 정비모델을 벤치마킹한 프로그램
<Baltic Times>

ㅇ 2018년 리투아니아 외국인 투자 환경, 튼튼한 기반을 만든 한해
- 영국계 Barclays 등 리투아니아 떠났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다수 기업들의 투자 많았어
- 아이슬란드 소프트웨어 업체 Videntifier, 신용평가회사 Moody’s 등 적극 투자 계획
<Baltic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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