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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 일반
1. 국가 개요
가. 일반 사항
국명

덴마크(The Kingdom of Denmark)

위치

북위 54 34’부터57 까지, 동경 8 5’부터 15 12’까지
(북해와 발트해 사이에 위치, 반도 및 406개 섬으로 구성)

면적

42,916㎢(한반도의 1/5)

기후

연중 바람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기후 변화가 심함
평균 기온: 0.8℃(1월), 19.5℃(7월)
연평균 강우량은 765mm이며 강우가 있는 날은 연간 약 171일

수도

코펜하겐(Copenhagen) 58만 명
수도권 포함(Greater Copenhagen) 인구 177만 명

인구

564만 명

주요 도시

오오후스(Aarhus) 33만 명
올보(Aalborg) 22만 명
오덴세(Odense) 19만 명

민족(인종)

전체 인구의 89%가 북게르만계의 데인족

언어

공용어: 덴마크어
상용어: 영어(86%), 독일어(47%), 스웨덴어(13%)

종교

78%가 덴마크 루터복음교(Danish National Lutheran Church), 이슬람교(4%), 기독교(3%)
이 외 개신교, 로마 가톨릭교, 침례교, 유대교 등(15%)

헌법제정일

1849년 6월 5일

정부 형태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국가 원수
(실권자)

국가 원수: H.M.Queen Margrethe II
총리: Mr. Lars Løkke Rasmussen(자유당)

입법부

정당

정부 성향

단원제(총 179석, 자치령 4석 포함: 그린란드 2석, 페로 제도 2석)
우파연합
- 덴마크국민당(The Danish People’s Party)
- 자유당(The Liberal Party of Denmark)
- 자유동맹(The Liberal Alliance)
- 보수당(The Conservative People’s Party)
- 기독민주당(The Christian Democrats)
좌파연합
- 사회민주당(The Social Democrats)
- 좌파연합당(The Red Greens)
- 대안당(The Alternative)
- 사회자유당(The Social Liberals)
- 사회국민당(The Socialist People’s Party)
우파 연합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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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덴마크 통계청(2016년 7월 12일 기준)
나. 경제 지표
GDP(명목)

19,844억 DKK(2,950억 달러, 2015년)

실질경제성장률 1.2%(2015년)
1인당 GDP
(명목)

52,114 달러(2015년)

실업률

6.2%(2015년 12월 말 기준)

물가 상승률

0.5%(2015년 12월 말 기준)

화폐 단위

덴마크크로네, Danish Kroner(DKK)

환율

USD 1=DKK 6.77 (2016년 1분기 평균)

외채

330억 DKK (2015년 12월 말 기준)

외환 보유고

4,349억 DKK (2015년 12월 말 기준)

산업 구조

무역 운송 (23.1%), 제조업(20.3%), 공공행정/교육/건강(16.2%), 건축(11.4%), 비즈
니스서비스(8.8%), 농림/광업/수산업(3.5%)

교역 규모

2014년: (수출)1,109억 달러,(수입)993억 달러
2015년: (수출)953억 달러, (수입)857억 달러

주요 교역품

수출: 기계류, 의약품, 전자기기, 광물성연료, 광학/의료기기, 육류, 가구류 등
수입: 기계류, 전자기기, 자동차, 광물성연료, 의약품, 플라스틱 등

자료원: 덴마크 통계청, 덴마크 중앙은행, IMF(World Economic Outlook), WTA,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2016년 7월 기준)
다. 한-덴마크 관계

체결 협정

1960년 12월: 상표의 상호등록에 관한 협정
1963년 9월: 특허권의 상호부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69년 9월: 사증면제 협정
1969년 12월: 개발차관 협정
1975년 9월: 국제운수 소득 상호면세 협정
1977년 10월: 이중과세방지 협정
1980년 1월: 해운 협정
1982년 10월: 상사중재 협정
1986년 12월: 재입국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1988년 6월: 투자보장 협정
2006년 11월: 교육인적개발 양해각서
2010년 3월: 사회보장 협정
2010년 10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
2011년 5월: 녹색성장동맹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2012년 9월: 한-그린란드 자원협력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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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교역 규모
대덴마크
주요 교역품

투자 교류

2014년: (수출)22.3억 달러, (수입)9.9억 달러
2015년: (수출)14.2억 달러, (수입)10.0억 달러
수출: 선박/부품, 자동차, 기계(부품), 철강제품 등
수입: 기계, 전자기기, 의약품, 육류(돼지고기 등), 곡물, 의료기기 등
덴마크의 대한국 투자
203건 7.6억 달러(2016년 3월 누계)
주요 투자기업: 헴펠코리아㈜, 노보자임 코리아㈜, 노보노르디스크 제약㈜, 롤런즈 코리아
㈜,
댄포스㈜, 구룬포스펌프코리아㈜, 앤비 퍼스트(Bioscan A/S), 유니스테프 코리아 등
한국의 대덴마크 투자
29건 8,100만 달러(2016년 3월 누계)
주요 진출기업: 쎌바이오텍, 삼성전자(북유럽 법인 덴마크 지점), 한국선급, 하이에어코리
아, 한솔제지, 부광약품

교민

약 250명(한국인 입양인 약 8,642명)
자료원: 외교통상부,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2. 정치·사회동향
가. 국가 형태 및 조직
행정부
덴마크는 1849년 6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채택됨에 따라 입헌군주국이 됐다. 1901년부터 실질적으로 의
회민주제도(내각책임제)가 실시됐다. 1953년 6월 5일 현행 헌법(The Constitutional Act of the
Kingdom of Denmark)이 채택되면서 동 제도는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헌법상 3권 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입법권은 국왕과 의회가 공동으로 보유한다. 형식상 행정권은 국왕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
는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이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국가 원수는 1972년 1월 15일 즉위한 H.M.
Queen Margrethe II(마그레트 2세 여왕)이다. 2015년 6월 18일의 총선 이후 자유당의 Lars Løkke
Rasmussen이총리로 취임했는데, 이례적으로(이제까지 덴마크는 연정으로 내각을 구성) 자유당만으로 구성
된 신 내각을출범시켰다. 1973년 이래 최소수 정부이다.
참고로 전 총리인 Helle Thorning Schmidt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은 가장 많은 의석 수를 확보했지만, 1표
차로 연정구성에 실패해 우파연합에 정권을 내주게 됐다. 덴마크 국민당은 반이민 정서를 자극해 노인들의
표심을 얻는 데 성공, 제2당으로 거듭났으나, 총리직을 수락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자유당으로 총리
지명권이 넘어가게 됐고, 자유당 당수인 현 총리가 취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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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처명

총리/장관

Prime Minister

Mr. Lars Løkke Rasmussen

Ministry of Business and Growth

Mr. Troels Lund Poulsen

Ministry of Energy, Utilities and Climate

Mr. Lars Christian Lilleholt

Ministry of Culture and Ecclesiastical Affairs

Mr. Bertel Haarder

Ministry of Defense and Nordic Cooperation

Mr. Peter Christensen

Ministry of Employment

Mr. Jørn Neergaard Lar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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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od

Mr. Esben Lund Larsen

Ministry of Finance

Mr. Claus Hjort Frederikse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r. Kristian Jensen

Ministry of Health

Ms. Sophie Løhd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the Internal

Ministry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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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Karen Ellemann

Mr. Søren Pind

덴마크 국가정보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Science

Ms. Ulla Tørnæs

Ministry of Children,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Ms. Ellen Trane Nørby

Ministry of Taxation

Mr. Karsten Lauritzen

Ministry of Transport and Building

Mr. Hans Christian Schmidt

Ministry of Immigration, Integration and Housing

Ms. Inger Støjberg

자료원: www.denmark.dk
사법부
덴마크의 사법부는 대법원(Supreme Court), 동덴마크와 서덴마크 두 지역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2개 고등
법원(High Court), 24개 지방법원(District Court) 구성되는 3심 제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외 해양·상업
법원(The Copenhagen Maritime and Commercial Court)과 토지소유권 및 토지담보대출 등 토지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토지등기법원(Land Registry Court), 장관의 행정행위를 심판하는 탄핵재판소(The Court
of Impeachment of the Realm, 덴마크어:Rigsretten)와 법관의 재판행위 및 형사사건의 재심을 행하는
특별종심법원(The Special Court of Final Appeal, 덴마크어:Den Særlige Klageret) 등이 있다. 또한, 덴
마크는 자치령인 그린란드(Greenland)와 페로(Faroe) 제도 내, 그린란드법원(The courts of Gree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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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페로제도법원(The court of the Faroe Islands)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법관은 법무 장관이 추천,
국왕이 임명한다.
의회
덴마크 의회(Folketing)는 총 179석의 단원제로 운영되며 175석은 덴마크 본토에서 나머지 4석은 자치령
인 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한다.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정부는(총리 권한으로) 임기 종
료 전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의회가 총리의 불신임 가결, 예산안 등 정부신임을 묻는 법안
을 부결시킬 경우 정부는 사퇴하거나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는 입법권 및 정부 감독권을 가지나,
의회에서 채택된 법안이 국회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국민 투표에 회부돼 투표자의 3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동 법안은 부결 된다. 국회의장은 새로운 회기가 시작할 때 선출한다. 정당 의석 수에 따라 부의장은 선
출되며, 최대 4명까지 둘 수 있다. 의회 내 활동 중인 정당 수는 10개인데, 성향 별로 좌파 5개, 우파 5개로
구성돼 있다. 지난 6월 총선을 통해 나타난 각 정당 별 의석 수는 다음과 같다.
2015 년 6 월 18 일 선거 결과 정당 별 의석 수

우파연합
(Blue Bloc)

정당

의석 수

득표율(%)

덴마크 국민당

37

21.1

자유당

34

19.5

자유동맹

13

7.5

보수당

6

3.4

기독민주당

0

0.8

90

52.3

사회민주당

47

26.3

좌파연합당

14

7.8

대안당

9

4.8

사회자유당

8

4.6

사회국민당

7

4.2

85

47.7

합계

좌파연합
(Red Bloc)

합계
자료원: Børsen
나. 주요 정치 경제 이슈
덴마크 EU 탈퇴 (Daxit) 가능성

영국의 EU 탈퇴(Brexit)가 국민투표 결과 가시화되면서, 이것이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다. 특히 영국과 정치 경제 분야 다양한 이슈에서 공고한 협력 관계를 다져온 덴마크가 다음 탈퇴 후보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 투표 직후 덴마크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가 영국의 뒤를 이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덴마크 여론조사 기관
Norstat과 정책 분석기관 Altinget이 공동 실시해 6월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7%가 EU
탈퇴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8%의 응답자 만이 찬성, 16.5%는 미결정으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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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EU 탈퇴를 주장하는 쪽은 의회 내 의석을 보유한 10당 중 극우파라고 할 수 있는 국민당(Danish
Peoples Party)이 유일, 정부와 나머지 정당들은 EU 잔류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극우당을 비롯한 EU
탈퇴 주도 세력이 내세우는 이유는 영국과 대동소이하다. 이들은 이민, 난민 문제, EU 집행위의 관료주의와
방만함에서 비롯된 반감으로 EU 탈퇴를 주장하고 있다.
- 높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저임금 대체인력인 동유럽 노동자(10만여 명) 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덴마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불만 확산
- 시리아, 아프리카 등지로부터의 난민 유입은 덴마크를 포함한 전 유럽에 사회문제와 우려를 야기하고 있으
며, 덴마크는 작년부터 난민 재산 보유 및 일시 귀국 금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난민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
장을 표명해온 상태
EU집행위 의원의 높은 급여와 과도한 지출, 관료주의도 반 EU 정서를 부추기는 요인임. 1973년 덴마크가
EEC(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할 당시만 해도 분담금에 비해 EU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규모가 더 컸지만 점차
그 규모가 역전 , 지금은 EU로부터의 수혜자금보다 분담금 규모가 커진 것도 기저에 깔려 있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덴마크 EU 탈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 Lars Ramussen 총리
는 영국 국민투표 결과 직후, 다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이것이 덴마크의
EU 회원국 잔류 정책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관련 국민투표 실시 계획도 전무하다"고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덴마크 정부 및 정치인들은 국민투표가 가져올 국론 분열과 파장을 경계하고 있
으며, 2~3년 내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조짐은 전혀 목도되지 않고 있다. 다만 5~7년이 걸
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과 EU의 탈퇴 협상이 영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즉 정치사회적 독립성은 강화
하면서 경제적 협력은 지속하는 쪽으로 이뤄진다면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겠지만, 실제
덴마크의 EU 탈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무엇보다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덴마크
국민 다수가 아래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 인해 EU 잔류를 원하고 있어 덴마크의 EU 잔류는 확실시될 전망이
다.
- 덴마크는 EU 비회원국인 스위스, 노르웨이와는 상황이 다름. 즉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스위스는 금융 및
관광산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덴마크는 주변국과의 교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
다는 점이 작용
- 특히 국경을 접한 독일, 스웨덴은 덴마크의 제1, 2위 교역국으로, 이들 2개 나라가 덴마크 교역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24%(2015년 기준)에 달해 EU 탈퇴 시 교역상 손실이 클 것임.
- 화폐도 유로화가 아닌 덴마크 크로네(DKK)를 쓰고 있긴 하지만, 유로화 페그제를 운용하고 있어, EU 탈퇴
시 초래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이 작용
브렉시트로 인한 덴마크 경제 파급영향
영국은 덴마크의 5대 수출대상국(2015년 기준, 전체 수출액의 7%)이자. 6대 수입대상국으로서, 브렉시
트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증가가 예상되면서 양국간 교역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파
운드화 가치 하락 영향까지 가중됨에 따라 유제품 및 육류(돼지고기 등) 등 식품류 위주로 덴마크 수출에 차
질이 예상된다.
※ 대영 수출의 1/3 가량을 식품 및 주류가 차지(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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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파운드화(GBP) 대비 덴마크 크로네(DKK) 환율 추이

자료원: 덴마크 전경련
또한 최근 몇 년간 급신장세를 나타낸 덴마크의 대영 건설서비스. 서비스 수출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일각
에서는 노르웨이와 같은 모델로 합의가 이뤄져, 현재와 다름없이 교역관계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
하고 있지만, 노르웨이 모델의 경우 인력이동에 대한 전제가 붙어 영국이 이를 수용할 지 여부가 불투명하
다.
덴마크의 대영 서비스 수출 추이

자료원: 덴마크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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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대영 건설서비스 수출 추이

자료원: 덴마크 전경련
아울러, EU 보조금을 받아 덴마크 업체가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례로 Dong Energy(덴마크의 한전에 해당)는 EU 보조금을 받아 요크셔 해안가에 해상풍력단지를 건설
중으로 브렉시트로 인해 동 프로젝트 추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너스 금리로 커지는 부동산 거품 우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한 이후,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시중은
행은 현금을 갖고 있어 봤자 유지비용이 들고, 그렇다고 중앙은행에 맡기자니 보관료를 물어야 하는 터라 대
출 자산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만 오르게 된 것이다. 특히, 어느정도의
재력이 있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자식을 위한 주택 구매를 늘리고 있는데, 올해 전체 주택 구매의 16%를 차
지한다고 한다. 아파트 임차료 보다 은행 대출 이자가 더 싸니 차라리 은행에 대출이자를 물고서라도 아파트
를 구매하는 것이 낫다는 계산에서다. 고교졸업 후 부모에게서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으로 유명한 북유럽의
전통마저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변하고 있다.
라스무센 총리가 이끄는 소수정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덴마크 이례적으로 단독 내각을 구성함에 따라 정책 추진력이 역사상 최저라고 평가 받고 있어, 이번 내각이
다음 총선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우파 연합 내 가장 많은 의석 수를 확보
하고 있는 국민당에 정치적 볼모가 될 소지가 높다. 국민당은 내각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정책
을 결정해야 할 때 마다 상당한 입김을 불어넣으려 할 것이다. 1970년 대 중반에 Poul Hartling를 총리로 한
소수 정부(자유당, 22석)가 출범됐으나 14개월 만에 와해되고 말았던 점에 비춰볼 때, 라스무센 정부의 운명
도 풍전등화와 같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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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의 주요 이슈
가. 한국과의 이슈 및 관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과 큰 이슈 및 현안 사항은 없으나 전통적으로 한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 한
국전쟁 중에는 병원선(유틀란디아 호)과 600여 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한국을 지원해준 바 있으며, 당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도 있다. 또한 한국 전쟁 이후 한국으로부터 고아들을 꾸준히 입
양하여 현재 덴마크 내 한국계 입양아가 8,7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정부가 조선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EU가 한국을 WTO에 제소
하였을 때 덴마크도 제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조선 산업으로 인해 덴마크 조선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아 거의 몰락(2012년 덴마크 내 최대 조선소였던 Odense 조선소가 폐업)한 것이 영향
을 미쳤으나 WTO로부터 한국이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서 이 문제는 해소되었다.
2006년에는 덴마크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이 UN 사무 총장에 당선되
도록 한국 측을 지지하였다. 2007년 10월에는 최초로 덴마크 여왕이 방한하였는데, 여왕과 함께 37개 기업
및 기관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과 11개 기업으로 구성된 식품사절단, 48명으로 구성된 문화 사절단을 파견
하여 한국기업과의 협력방안 모색 및 문화교류 확대를 모색하였다.
2009년 한-덴마크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대통령 특사의 덴마크 방문, 한-덴마크 수교 50주년 기념 에너
지 컨퍼런스 개최(2009년 9월) 등 양국 교류가 눈에 띄게 증가 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제15차 유엔기후
변화협약회의(COP-15) 참석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코펜하겐을 방문 하였다. 2010년 3월에는 Lars
Løkke Rasmussen 총리가 방한하여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교역 및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IT, BT, 녹
색 성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관계 증진을 모색 하였다.
2011년 5월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마그레테 2세 여왕 초청으로 이틀간 덴마크를 우리 정부 최초 국빈
방문하여 '한-덴마크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및 '한-덴마크 녹색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이 발표
되고 녹색기술 분야 양국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간 MOU가 체결되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주도한 최초
의 국제기구인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 덴마크 사무소 창립식 참석, 한-덴마크 녹색산업협의체 포럼
개최 및 덴마크 주요 기업인 접견 등이 이루어졌다.
2011년 7월에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덴마크를 방문해 덴마크 디자인 진흥기관인 INDEX사와 양산시간
MOU 체결식 참관 등 양국 디자인, 경제 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2년 1월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덴마크를 방문하여 마그레테 2세 여왕을 비롯하여 쇤달 덴마크
외교장관 및 덴마크가 보유한 세계적 친환경 기업의 대표들과 만나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녹색성장
동맹의 발전 방안을 광범위하게 협의하였다.
2012년 5월에는 프레데릭 왕세자 부부를 비롯하여 덴마크 정부 및 경제사절단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
막식을 계기로 공식 방한하여 여수엑스포 참관 및 한국 시장 조사 등을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 강화를 모의
하였다. 또한 2012년 5월 한국과 덴마크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녹색성장동맹’ 제 2차 회의를 열고 녹색 협
력의 범위를 과학기술, 조선, 축산 분야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14건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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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덴마크를 공식 방문하였다. 총리는 8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
서 개최된 제2차 글로벌녹색성장포럼(Global Green Growth Forum)에 참여하여 개막 연설을 하였다. 김
황식 총리는 개막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이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을 피력하
였고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최초의 기후변화 특화기금인 녹색기후기금(GCF)
의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총리는 헬레 토닝-슈미트 덴마크 총리와 회담을 갖고, 녹색
성장 동맹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한-덴마크간 경제, 통상 협력 및 녹색 성장 협
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 및 유럽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2013년 10월에는 코펜
하겐에서 제 3차 글로벌 녹색 성장 포럼(GGGI)이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녹색 성장 부문, 특히 풍력발전, 수
력발전, 스마트 그리드, 바이오 가스 등의 분야 내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4년 10월에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헬레 토닝-슈
미트 당시 덴마크 총리와 양자회담이 이뤄졌다.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북극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구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덴마크가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저버 자격 가입을 지지해
준 것을 계기로 노르딕 5개국과 정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재정 및 녹색기후
기금(GCF) 운영에 대한 공조방안도 협의했다. 아울러 벤처창업, 기업인, 디자인혁신, 창조산업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2015년 3월에는 양 국간 해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서 한-덴마크 해운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2년 양국 간 해운협력 MOU를 체결하고, 2013년 부산에서 제 1차 해운협력 회의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극항로 활용 및 크루즈산업 육성, 선박 금융기법 등에 대
해 논의하고, 올해 5월 만료예정이었던 한-덴마크 해운협력 MOU를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데 합의하
였다.
참고로 덴마크는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AP Moller Maersk)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
(IMO), 선진해운그룹(CSG) 등 국제회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10월에는 유엔총회를 계기
로 박근혜 대통령과 라스무센 총리가 뉴욕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는데, 북극항로 활용, 의료, 해양안전 등 다분
야에서 협력 확대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6년 7월 12일 현재, 양국 간에 체결된 주요 협정은 아래와 같다.
1960.12.9. 상표의 상호 등록에 관한 협정
1963.10.9. 특허권 상호 부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69.9.5. 사증 면제 협정
1969.12.4. 개발 차관 협정
1975.9.18. 국제 운수에 관한 선박 및 항공기 운항 상호 면세 협정
1977.10.11. 이중 과세 방지 협정
1980.1.9. 해운 협정
1982.10. 상사중재 협정
1986. 12. 재 입국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1988.6.2. 투자 보장 협정
2006.11. 교육 인적 개발 양해각서
2010.3.11 사회보장 협정
2010.10.28. 한-덴마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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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 녹색성장동맹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2012.5 해운협력 양해각서
2016년 7월 12일 현재, 한국-그린란드 간에 체결된 주요 협정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그린란드는 2009년
덴마크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였으나, 외교 및 국방정책은 덴마크가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2012.9.9. 한-그린란드 자원협력, 광물자원협력, 지질연구협력, 극지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나. 북한과의 관계
북한과는 1973년 7월 공식 외교관계가 수립되었으며, 1973년 10월 주 덴마크 북한 대사관이 설치된바 있
다. 1976년 10월에는 마약, 술, 담배 등의 밀수 혐의로 북한 공관원 전원이 추방되었으며 1978년 7월 신임
장을 재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1998년 5월 경제 사정이 어려워 북한 대사관은 다시 철수했으며 덴마크 지
역은 주 스웨덴 북한 대사관에서 관할하고 있다. 북한의 제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2월, EU 차원에서 신
규로 도입된 대북 금융제재를 비롯해, 미사일 부품 및 귀금속 거래금지, 추가 여행제한 등 추가 제재 이후 대
북 교역량이 한층 더 급감하고 있다. 참고로 EU는 UN 결의안(2006, 2009)에 따라, 이미 북한에 대해 무기
와 핵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와 자산 동결, 여행제한 조치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대북 교역량이 급감하였으나, 2015년에는 수출을 중심으로 대북교역이 다소 재개되었다. (북
한 주재 대사관용 제품 수출인 것으로 추정)
대북 수출입 실적
(단위: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980,471

1,115,263

105,710

10

394,606

수입

1,424,990

237,669

34,610

6,823

11,153

자료원: 2012년까지는 Global Trade Atlas, 2013년 이후는 Denmark Statistics 자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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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
1. 경제지표 DB
구분
국가
일반

지표

단위

2015

인구

(명)

564만

면적

㎢

42,916

한반도 대비면적

배

한반도의 0.2배

지표

대내
경제

대외
경제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성장률

%

1.6

1.2

-0.7

-0.5

1.1

1.2

1인당 GDP

US＄

명목 GDP

US$ 십억

실질 GDP

DKK 십억 1,777 1,819 1,818 1,814 1,837

57,783 61,414 57,750 59,950 60,563
320

342

322

336

341

52,114
2,950
1,858

소비자물가상승률

%

2.3

2.8

2.4

0.8

0.6

0.5

실업률

%

7.5

7.6

7.5

7.0

6.5

6.2

수입실적(상품)

US$ 십억

84

96

92

97

99

86

수출실적(상품)

US$ 십억

96

112

106

110

111

95

무역수지

US$ 십억

8

16

14

13

12

9

총외채

DKK 십억

115

224

90

76

59

33

투자유치액

US$ 백만 -9,157 11,437

414

1,051 3,474

3,642

해외투자액

US$ 백만 1,381 11,254 7,355 7,176 8,410

13,214

외환보유고

DKK 십억 418.6 481.7 504.0 485.9 446.8

434.9

이자율
(CD, 연말 기준)

%

0.70

1.10

-0.20

-0.10

-0.05

-0.75
(-0.65%인상, 2016.1.8.)

환율 (연말 기준)

US＄

5.59

5.75

5.65

5.41

6.13

6.83

주1: ※은 추정 혹은 예상치
주 2: 실질 GDP는 2005년 달러 기준
자료원: 경제성장률(National Bank), 1인당 GDP (명목기준, IMF), 명목 GDP/소비자물가상승률/실업률
(IMF),
수출입실적(WTA), 총외채(12월말 기준, National Bank of Denmark. Central Government Foreign
Debt Total),
외환보유고(National Bank of Denmark Foreign Exchange and Liquidity),
이자율(National Bank, CD Deposit Rate), 환율(국제금융센터),
투자유치액/해외투자액(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15 / 160

덴마크 국가정보

2.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최근 경제 동향 및 향후 전망
경제 성장률
유가하락과 고용증가(2016년 1분기에만 11,000명 고용이 이뤄졌으며, 건설, 서비스, 산업생산 분야에 집
중 )에 따른 내수회복 및 수출증가(덴마크 크로네 약세)가 경기 회복을 견인해 나가고 있다. 2014년 GDP 성
장률이2011년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1.1%)로 돌아선 이후, 2015년 1.2%를 기록했다. 2016년에도 비슷
한 수준인1.0%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6년 1분기 성장률은 0.5% 기록)
하지만 고용 확대폭 대비 경제성장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자재 추출(raw material
extraction) 및 세계 물동량 감소에 따른 해상운송서비스 산업 내 부진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2017년과
2018년에도 약 크로네(DKK)를 등에 업은 수출확대 및 민간소비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각각 1.6%, 1.8%에
이를 전망이다.
※참고로 덴마크는 유로대비 대비 고정환율제(1유로=7.46038 크로네 ± 2.25%)를 유지하고 있어, ECB 양
적완화에 따른 유로화 약세로 크로네도 약세 예상
덴마크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경제성장률

2012

2013

2014

2015

2016(예상)

-0.7

-0.5

1.1

1.2

1.0

자료원: 덴마크 중앙은행(National Bank)
분야별 덴마크 경제성장률 기여도

자료원: 덴마크 중앙은행(National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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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비 및 기업 투자
2015년 민간소비는 2006년 이래 최대치인 2.1% 성장률을 기록했다. 고용 개선과 가처분 소득에 힘입은
결과이다. 아울러,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홈 에쿼티가 증가한 것도 도 민간 소비 증가를 한 몫 거든 것으로 보
인다.
※ 이자율 하락으로 주택 거래물량이 늘면서 가격도 자연스레 상승하게 됐다. 마이너스 금리가 시작되자
(2016년 7월 현재 CD 금리는 -0.65%) ,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됐고, 부동산 가격이 높아졌다.
2016년, 2017년에도 집값 상승에 힘입어 민간소비는 각각 1.8%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이보
다 소폭 상승한 1.9%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브렉시트에 따른 기업환경 불확실성 증가 및 중국 등
신흥국 경제 둔화가 기업투자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낮은 금리와 유가하락은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2016년 기업투자 수준은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 주택가격 지수 추이

자료원: 덴마크 중앙은행(National Bank)
덴마크 실일임금 상승률 추이

자료원: Danske Bank, Nordic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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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유가와 각종 원자재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물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질 임금상승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2016년에는 물가상승률이 0.3% 증가에 그치겠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유가하락의 패스 스루 (pass-through)영향이 멈춰, 물가상승률이 각각 1.5%, 1.7%에 이를
전망이다.
덴마크 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자료원: 덴마크 중앙은행(National Bank)
덴마크 vs 유로 지역 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2005~2016)

자료원: 덴마크 중앙은행(National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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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물동량 감소에 따른 해상운송서비스 수요 감소로 서비스 수출이 둔화되고, BRICs 국가 주도로 무역장벽이 늘
어나면서(러시아의 미국, 유럽산 농산물 수입규제 등) 덴마크 물품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유럽국
가 경기회복으로 전반적인 수출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 수출 추이 및 전망(2007~2016)

자료원: Statistics Denmark, Danske Bank Markets
나. 주요 경제 정책
덴마크 크로네(DKK)-유로화 페그제 유지 위해 저금리 기조 유지
덴마크 중앙은행은 크로네 가치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에 걸쳐 4번의 금리 인하를 단
행, 예금 금리가 0.25%에서 -0.75%로 대폭 인하됐다가 2016년 1월 -0.65%로 소폭 인상됐다. 이후 동
금리는 2016년 7월 13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CB 양적완화 조치 발표 이후, 유로 가치가 하락
함에 따라, 1982년 이후 유로 대비 고정환율제를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로서는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크로네 가치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 인하조치가 불가피 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페그제를 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마이너스 금리시대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지난 2월 동안만 역대 최대 수준인 252.3억 달러 규모의 외환을 사들이는 등 페그제를
고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 바 있다. 다만,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시장에 돈이 부동산(특히 코펜하
겐 지역 내 아파트 구매) 에 몰리고 있어, 부동산 거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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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금리 변화 추이(1994~2016)

주 : 2016년은 1월 -0.65%로 금리 소폭 인상 이후 변동 없음.
자료원: 덴마크 중앙은행(National Bank)
기업 친화적인 정책 도입
라스무센 정부는 2016년 법인세율을 22%로 감축했다.(2015년 23.5%) OECD(24.77%)나 글로벌
(23.68%) 평균세율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자료: KPMG) 아울러 자동차세 인하 및 디젤차에 대한 질소산
화물 부담금도 폐지됐다. 2016년 정부예산안 통과로 12,100 달러 이상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율을 기존
180%(자동차 가격 기준)에서 150%로 인하했다. 그러나, 기존에 전기 자동차에 대해 면제해 주고 있는 등
록세가 부활됐다.
‘슈퍼 병원’ 설립 추진으로 e-헬스케어 제품 수요 증가
2020년까지 70억 달러를 투입, 8개 슈퍼 병원(Super Hospitals)을 포함해 총 16개 신규 병원 설립이 추진
중이다. (※2013년 동 계획 발표) 지방정부(Municipality)가 운영하는 소형 병원은 감소, 리전(Region) 정
부가 운영하는 슈퍼 병원은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각종 병원 기자재 조달 권한도 리전 정부에 집중될
전망이며, 발주 규모는 커지는 대신 횟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는 98개 지방정부
(municipality)와 이를 관할 하는 5개 리전(region) 정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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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Region)별 슈퍼 병원 설립 및 기자재 조달 계획

자료원: Copenhagen Capacity, Opps with the New Danish “Super” Hospitals
독일과 덴마크를 연결하는 Fehmern Belt 프로젝트 추진 중
독일과 덴마크를 연결하는 Fehmern Belt 프로젝트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길이가 18
km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로 등극할 전망이며, 완공 시 본토 유럽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간 소요
시간이 기차 또는 차로 1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동 프로젝트는 총 4개의 프로젝트(독일 내륙 1개, 해저터
널 2개, 덴마크 내륙 1개)되며, 덴마크 정부는 독일 내륙을 제외한 3개 프로젝트에 대해 건설 및 운영, 자금
조달의무를 지고 있다. 건설비만 총 86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U Connecting Europe
Facility 기금에서 최대 14억 유로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덴마크 정부(의회)※와 EU 집행위 승인이
완료돼, 독일 정부의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2016년 5월 30일 터널 프로젝트에 대한 컨소시엄이 선정됐는
데, 덴마크/독일 기업을 주도로 구성된 다국적 컨소시엄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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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ern Belt 터널 프로젝트 수주 컨소시엄 명단

자료원: Fermern A/S
Fehmarn Belt 터널 프로젝트

자료원: Fermer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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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산업동향
가. 개요
덴마크는 바이킹의 후예답게 조선술과 항해술을 물려받아 이 두 산업을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집중 육성했다.
이 결과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Maersk)와 세계 선박엔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맨 디젤 앤 터
보(Man Diesel & Turbo) 등 명성이 자자한 기업들이 생겨나게 됐고, 덴마크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해양
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러나, 덴마크 조선업은 아시아의 복명을 만나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
다. 1990년 이후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조선소로부터의 공세가 본격화되자, EU 차원에서는 2000년 보조
금 지급을 명목으로 한국 조선업을 WTO에 제소하기에 이른다. 덴마크 정부도 이를 방패삼아, 쇠락의 길로
접어든 조선업을 숨통을 트여주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머스크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자회사인 오덴세 조선소를 유지하려고 안간
힘을 썼으나, 감당할 수 없는 적자에 눈물을 머금고 2012년 폐업선언을 하게 된다. 이로써 900년의 역사를
자랑해 온 덴마크 조선업의 대단원이 막을 내렸다.
덴마크 하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람’이다. 일찍부터 풍력발전을 국가의 근간산업으로 육성시켜 왔
는데,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발트해가 북해보다 얕고 조수간
만의 차이가 작아 더할 나위 없이 해상풍력발전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풍력을
통한 전력 소비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기업활동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2015년 42%
기록) 이러한 결과 전세계 1,2위 해상풍력발전 개발업체 Dong Energy, Vattenfall(스웨덴 국영전력업체이
나, 풍력발전 사업부는 덴마크에 소재)를 비롯해, Vestas, Siemens (덴마크 풍력터빈업체 Bonus를 인수해,
생산공장을 그대로 유지하며 Siemens로 활동) 등 굴지의 풍력터빈 기업도 모두 덴마크에 자리를 잡게 됐다.
한편, 의약품 산업도 덴마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대표산업 중의 하나이다(의약품은 덴마크 전체 수출의 11%
차지). 유럽 3대 바이오테크 클러스터인 메디콘 밸리(Medicon Valley) 를 근거지 삼아, 세계 최고의 인슐린
제조업체 Novo Nordisk가 탄생했고, 우울증/정신분열증 치료제 제조업체 Lundbeck, 건선치료제 제조업체
인 Leo Pharm 등 세계 최고의 제약 기업이 모두 이 곳 출신이다. 이들 기업은 매년 수익의 15~20%를 R&D
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덕분에 1인당 파이프라인에 있는 신약개발 건수가 유럽 내에서 가장 많
다고 한다.
나. 주요 산업별 동향
1) 기계/장비– 조선기자재(해운업)
산업 개요
덴마크는 바이킹의 후예답게 세계 최고의 해운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운항톤수(operated tonnage) 기
준으로는 세계 8위를 기록했으며, 덴마크 국적 상선 GT 기준 전 세계 상선의 4.1%를 차지하고 있다(2015
년4월 기준). 세계 최대의 선사인 Maersk를 비롯해, Torm, DFDS 등 대형 해운업체(약 40개의 선주)가 밀
집해 있어, 덴마크 전체 수출의 약 20%(2050억 DKK, 약 315억 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의 선주가 소재하고 있는 만큼 선박 및 조선기자재 수요도 풍부하다. (2012년 덴마크 내 마지막 대형조선소
폐업 이후, 신규 선박 오더 전량을 외국 기업에 발주 중) 2009년 이전에는 연평균 발주 규모가 150척에 육
박했으나 경제위기 이후 축소돼,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40대 내외의 신규 선박을 발주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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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기업
AP Moller Maersk는 600대의 이상의 선박을 운항(owned and operated)하는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선
사(2014년 기준, 470억 달러의 수익)가 소재하고 있고, 이 밖에도 화물선/가스운반선 회사인
J.Lauritzen(150대 운항), 페리운반선 DFDS 등이 소재하고 있다.
덴마크 내 선박 카테고리별 주요 선주 현황
카테고리

세부 카테고리

선주

Container

A.P. Møller - Mærsk A/S

Ro-Ro

Stena RoRo

Other ships (liner
trade)

Royal Arctic Line A/S

Passenger ships, erries

DFDS, Fjord Line Danmark A/S, Stena Line Baltic A/S

Bulk carriers

Ultraship, Torm, Norden

Reefers

J. Lauritzen A/S

Other dry bulk

Corral Line

Oil Tankers

Magellan & Meridian Spirit ApS, Ultraship

Product tankers

Torm, Norden, J. Lauritzen A/S, Uni-Tankers A/S, Alba Tankers
A/S,

Liner Trade

Tramp
Trade

Tanker
Trade

herning shipping a.s., Hafnia Tankers, Ultraship
Chemical tankers

J. Lauritzen A/S, herning shipping a.s., Nordic Tankers A/S,
Ultraship, Evergas A/S

LPG Tankers

Evergas A/S

Standby safety vessels

Viking Supply Ships A/S, Axis Offshore A/S, SVITZER A/S, BB
Danmark A/S

Tugs, supply vessels

Viking Supply Ships A/S, Axis Offshore A/S, SVITZER A/S, BB
Danmark A/S

Specialized

자료원: 무역관 직접 분류
ㅇ 주요 트렌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해운업 불황이 장기화되자, 선박 발주 계약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
고 있다. 세계 최대 선사 AP Moller Maersk는 2015년 초, 대우조선해양과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트리플 –E
11척과6척에 대한 옵션권리를 넣은 구매계약을 야심차게 체결하기도 했으나, 2015년 11월 초, 3분기 경영
악화를 이유로 6척에 대한 옵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향후 세계 해운시장의 핵심 경
쟁력으로 ‘얼마나 많은 친환경 선대를 보유하느냐’가 관건으로 부상※하면서, 친환경 기자재 제품(선박평형
수처리장치, 황산화물배출저감장치 등)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늘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덴마크 선주협회
는 2020년까지 탄소 배출을 25% 줄이는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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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GHG) 배출규제 협약,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 등에 대응
시장전망
신규 선박 발주 건수는 줄어드는 대신에, A/S 기자재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덴마크 해운
업계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중간상 없이 A/S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와 직거래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
면서 국내 관련 조선기자재 업계(특히 친환경 조선기자재)에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진출 전략
덴마크 선주들은 공급업체 물색을 위해 국내외 조선기자재 관련 전시회※를 자주 찾는다는 점에 착안해, 적
극적으로 이들 전시회 전시업체로 참가하거나 참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 내 KORMARINE, GOMP
등이 있고, 독일 SMM 2016, 노르웨이 Norshipping 등) 전시회를 통해 초기 접촉을 성공했으면 지속적인
F/U이 동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KOTRA 등에서 개최하는 관련 상담회 참가를 권장한다. KOTRA 코펜하
겐 무역관은2015년과 2016년 한-덴마크 Maritime Day(코펜하겐에서 개최)를 성공리에 개최했는데, 앞으
로 동 행사를 연례화할 예정이다. 2016년 행사에는 Ultraship, J Laurtizen 등 선주 9개사와 국내업체 10개
사가 참가했다. 참고로, 2014년 KOTRA 초청으로 GOMP에 참가했던 Ultraship과 만난 선박용 주방기기
제조업체 H사는 2015년 한덴마크 Maritime Day행사에서 다시 만나, 논의를 급진전,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
을 개시했다.
2) 의료바이오 – 바이오제약
산업 개요
덴마크 제약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37.5억 달러(208.7억 DKK)에 달한다. 인구 규모가 560만에 불과해
절대적인 시장규모는 작으나, 고령인구가 많아 수요가 견조한 시장이라 할 수 있다. 2015년에는 시장규모가
213 억DKK(+2.1%)에 달할 전망이나 유로화약세로 인해 달러화 환산 규모는 31.4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
로 예상된다. 제약제품은 덴마크 제 2위의 수출(전체 수출의 11%, 2014년 기준) 품목일 만큼 덴마크 내 생
산이 활발하다. 그도 그럴 것이 덴마크 동부와 스웨덴 서부에 걸쳐, 유럽 3대 바이오테크 클러스터인 메디콘
밸리(Medicon Valley)가 형성돼 있어 관련 제약업체 및 연구소가 집중적으로 이 지역 내 포진해 있기 때문
이다.
바이오 클러스터 내에는 바이오테크 기업이 80개, 제약업체가 20개, 의료기술 기업 100개가 입지해 있고,
7개의 사이언스파크, 6개의 인큐베이터, 12개의 대학이 소재해 전 세계 바이오테크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적인 인슐린 제조업체 Novo Nordisk, 우울증/정신분열증 치료제 제조업체 Lundbeck, 건선치료
제 제조업체인 Leo Pharm 등 세계 최고의 바이오제약 기업이 모두 이 곳 출신이다. 이들 기업은 매년 수익
의 15~20%를R&D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덕분에 1인당 파이프라인에 있는 신약개발 건수가
유럽 내에서 가장 많다고 한다. (Ernst & Young, Beyond Borders, Biotechnology Industry Report 2014)
2013년 기준, 임상 실험 단계(phase I,II, III)에 있는 신약개발 기업 수가 약 100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바이오테크 개발 건수 기준, 미국, 싱가포르 다음으로 전 세계 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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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바이오테크 시장의 화두도 스타트업 기업 M&A나 관련기술 라이센싱(바이오테크 벤처는 퍼스트인클
래스 타깃의 의약품 개발을 디자인, 후기 임상단계에서는 해외 판매망이 확보된 다국적 제약사에 라이센싱
아웃), 특허권 만료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이다. 특히 지난 2012년, 덴마크 의약품협회(LIF)와 정부 간 체결된
‘가격상한 및 가격 감축합의안(price-cap and price reduction agreement)’에 따라 약값이 통제를 받게 되
면서 제네릭 약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이들 오리지널 바이오테크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짧게 소개한 세계 최고의 인슐린 제조업체 Novo Nordisk는 컨테이너 선사 AP Moller Maersk와 함께 덴마
크 경제의 양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15년 11월 3억 달러를 투자, 덴마크 내에 당뇨 및 비만 치료제 신규 제
조시설을 설립(2019년 완공목표)한다고 발표할 만큼 생산량을 확대 중이다.
아울러 Emisphere의 Eligen Technology를 활용해 복용(oral treatment, 이제까지는 주사요법만으로 치료)
할 수 있는 약품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Novo사는 Emisphere에 라이센싱 비용으로
140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이 상용화에 성공해 시판되면 Emisphere 는 로열티까지 받게
돼 라이센싱 비용을 포함한 수혜 금액이 2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뇨 및 비만이 선진국 뿐만 아
닌 전세계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료제 수요가 급신장할 것으로 전망) 한편, Novo는 2015
년 9월, 미국의 스타트업 바이오테크 기업인 Calibrium과 MB2를 인수, 당뇨 및 비만치료제 개발 기술과 미
국 내 판로를 추가로 확보했다. 우울증/정신분열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Lundbeck은 2012년과 2014년 특허
권 만료로 인해, 운영적자를 면하지 못하다 일자리 감축 등 운영비 축소를 통해 활로를 모색 중이다. 아울러,
일본 Takeda 제약과 함께 개발해 2013년 출시된 Brintellix, Otsuka와 함께 개발해 2015년 7월 출시한
Rexulti 등은 향후 10년간 특허권이 보호돼 그 동안의 적자를 보전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장 전망
2019년까지 덴마크 제약시장 규모는 231억 DKK, 2024년까지는 259억 DKK에 달할 전망이다. 성장률이
더딘 것은 앞서 언급한 약값 가격상한제의 영향이 크다.
진출전략
덴마크 내에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 바이오테크 기업이 다수인 만큼,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를 통해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 및 유럽 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진출교두보 확보가 가능하다. 2014년 말 부광약품이
현지 바이오테크 회사인 콘테라파마(Contera Pharma)를 인수(지분 100% 인수 후, 자회사로 편입) 한 것
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콘테라는 글로벌 제약사 출신 인사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작은 바이오벤처 회사인
데, 파킨슨병 운동장애 치료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눈여겨 본 부광약품은 동 물질의
상업화 가능성을 높게 사, 회사를 통째로 사들인 것이다. 부광약품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 제약기업도 파이프
라인이 든든한 덴마크 바이오테크 벤처기업을 찾아 M&A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에너지/광물 - 해상풍력발전
산업 개요
발트해가 북해보다 얕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작아 덴마크는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
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는 사용된 바 없고, 석탄도 수입에만 의존해 풍력발전에 대한 공감대까지 형성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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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해상풍력발전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갖췄다. 또한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한다는 장기
계획하에 정부 차원에서도 (해상) 풍력발전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2년 에너지 합의안
(2012 Energy Agreement)에 따라, 덴마크 정부는 2020년까지 풍력을 통한 전력 소비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기업 활동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2015년 42% 기록)
풍력을 통한 전력소비비율 추이

자료원: energinet.dk
특히 내륙 보다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더 우호적인 발전차액(Feed in Tariff)를 제공함으로써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장려함에 따라 동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참고로 내륙은 DKK 0.25/kWh,
해상은 입찰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가장 최근 Vattenfall이 수주한 Horns Rev 3 프로젝트의 경우 발전 차액
을 DKK 0.77/kWh 제공했다.
시장 동향
이러한 자연여건 및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자연스레 덴마크 내 세계 1,2위 해상풍력발전 개발업체 및 터빈
공급업체가 다수 포진하고 있다. 개발업체로는 전 세계 해상풍력 윈드 팜 운영업체인 Dong Energy, 스웨덴
국영전력회사인 Vattenfall의 풍력발전사업 전담 사무소가 덴마크에 소재하고 있다. 터빈 공급업체로는
Vestas, Siemens 등 세계 1,2위 터빈업체가 자리를 잡고 있다. 덴마크 시장은 규모가 크진 않지만, 테스트베
드로서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이들 업체들은 덴마크 내 프로젝트 수주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이나 독
일 등에서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계 수주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Dong Energy와 같은 경우 2014년 해상풍력발전 시장에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뒤, 내륙 프
로젝트 투자 지분을 2015년 초 모두 매각할 만큼,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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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의 기업만이 대형 해상풍력 윈드팜을 지을만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입찰
시 실질 경쟁률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한다. 실제로 2013년 Anholt 윈드팜 입찰이 개시됐을 때, Dong
Energy만이 실질적인 낙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었다고 한다. 낙찰결과 약 15년 간 20 테라와트아워에 대
한 킬로와트당DKK1.05(0.14유로)에 해당하는 발전 차액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양했다.
Dong Energy 다음으로 유럽 내 최대 해상풍력발전 개발업체인 Vattenfall은 2015년 덴마크 정부가 발주
한Horns Reef 3(400MW)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특히 낙찰가가 예상보다 DKK 0.13/kWh 낮은 DKK
0.77/kWh로 설치 비용이 인하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설치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상풍력발전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설치 확산을 위한 비용절감으로, 이를 위해 관련 장비/부품
표준화(standardization) 및 전략적인 서플라이 체인 정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장 전망
2012년 에너지 합의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풍력을 통한 전력 소비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1,500 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될 전망이다.
향후 추진 예정인 덴마크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프로젝트

운영업체

가동년도

용량(MW)

설치 터빈 수

Frederikshavn
forsøgsmøller

-

-

-

6

Nissum Bredning
forsøgsmøller

-

-

-

11~14

Mejlflak

-

-

60~120

20

Horns Rev 3

Vattenfall

2020

400

-

Kriegers Flak

-

2020

600

-

Omø Syd

-

-

200~320

-

Kystnære
havmølleparker

-

-

400

-

Jammerland Bugt

-

-

120~240

-

Total Until 2020

-

-

최소 1,500

-

자료원: www.ens.dk
그러나 2015년 6월 입각한 라스무센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친환경적인 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확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세밀
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진출 전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상풍력발전 업계 내 최대 화두는 ‘비용 절감’이다. 이를 위해 서플라이 체인 재정비
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컨소시엄 구성시 한국 기업을 포함한 역외기업을 고려하는
현지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 진출에는 더할 나위 없는 적기다. 특히 일부 주요 기자재(해저케이블,
파운데이션 등)의 경우 경쟁을 부추겨 독과점 공급시장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역외산 제품 채용에 관심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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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이고 있어, 우리 기업이 이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 EWEA(European Wind Energy Association) 등 전시
회와 국내외 상담회 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체를 홍보해나가야 한다. 다만, 바이어 초기 접촉부터 제품 검
증(실사 포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4) 유통/물류 - 유통업
산업 개요
시장조사전문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4년 소매(retailing) 기준, 덴마크 유통시장 규모는 약 2,780
억DKK(약 430억 달러)로 추산된다. 소매시장은 상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2개의 카테고리로 대별되는 아
직까지는 그로서리(식품 및 생필품) 마켓을 중심으로 한 有상점 매출 비중이 압도적이다 (전체 소매 매출의
49%를 차지) 그러나,성장률 측면에서는 無상점 매출을 대표하는 인터넷 쇼핑의 매출이 급신장세를 나타내
고 있어 향후 5년간 유통시장 내 대 지각 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덴마크 소매유통시장 매출 변화 예상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간 매출액 변화

전체소매매출
(십억 DKK)

279.9

281.3

283.1

285.6

288.5

291.5

4.10%

有상점 매출

246.9

245

243.9

243.5

243.6

244.1

-1.10%

無상점 매출

33

36.2

39.2

42.1

44.9

47.4

43.70%

직접판매

0.5

0.5

0.5

0.5

0.5

0.5

-

홈쇼핑

1.1

1

0.9

0.8

0.7

0.6

-41.90%

인터넷

30.9

34.2

37.3

40.3

43.2

45.8

48.20%

자판기

0.5

0.5

0.5

0.5

0.5

0.5

-

자료원: Euromonitor International
주: 부가세 제외
시장동향
有상점 소매시장은 Danske Supermarked A/S, Coop Danmark A/S, Dagrofa A/S 등 일부 기업이 다양
한 브랜드의 체인점을 바탕으로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쇼핑몰 확대로 인해 가격 경쟁에서 밀린 소규모 전문
숍이 사라지고, 대형 체인점 상권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들 대형 체인점도 ‘편리성+낮은 가격’을 앞세워
우후죽순으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난 2년간 온라인 쇼핑 매출액은, 모바
일 쇼핑 확상 등에 힘입어, 연간 14~15%씩 성장세를 시현하며 2014년 기준, 전체 소매매출의 11%를 차
지했다.(2009년에는 5%에 불과)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형체인점도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를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도입하기 시작했다. 온오프라인 병행 매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본 뒤, 실제 구매는 온라인으로 하는 소비가 확대(clicks and bricks)되고 있는 Kvickly, Matas 등은 오프라
인 매장 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온라인 쇼핑 확산 외에, 덴마크 유통업계 내 최대 화두는 ‘웰니스(wellness)’이다. 지속가능성, 건강,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제품 구매시, 이에 초점을 맞춰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친환경 오가닉 제품 등이 특
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품 및 의약품 판매 체인점인 Matas는 자사 PL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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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모두에 대해Swan Eco-Label(친환경제품 인증)을 의무적으로 부착해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아, 여전히 ‘가격’은 구매 결정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추세(웰니
스 + 가격)가 맞물려, IKEA 등 DIY 매장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웰니스를 추구하는 경향
이 강화되는 가운데, Master Chef Denmark라는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부엌 레노베이션이
확산되고 있는데, 값비싼 제품보다는 IKEA 등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전망
有상점 매출은 다소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5년간 인터넷 쇼핑 매출액이 연평균 8%씩 성장해,
2019년에는 천체 소매매출의 16%를 차지할 전망이다(유로모니터)
진출전략
중국산 등 아시아 제품과는 가격 경쟁이 어려운 만큼, 바이어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는 비용이나 품질, 디자인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확연하게 다른 무언가를 강력하게 어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품명, 패키징,
카탈로그, 사진, 영상 등을 유럽 감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함으로써 소비자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관련 인
증은 미리 획득해 둬야 한다.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의 경우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현지 대
형유통업체들과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로컬 업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진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례로, 국내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브랜드 닥터라프린은 덴마크 화장품 전문 디스트리뷰터인
The Fab Company가 코트라를 통해 게재한 인콰이어리를 계기로 연이 닿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6개월간
의 까다로운 EU 화장품 규정 심사를 거쳐, EU CPNP에 닥터라프린 등록을 완료했고, 바이어가 보유한 네트
워크를 바탕으로 덴마크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판매하는 Magasin du Nord 백화점에 당당하게 입성해 판매
중에 있다.

4.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개요
덴마크는 EU 회원국으로 단독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EU 집행위가 EU의 28개 회원국
으로부터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지역무역협정 협상권을 위임받아 제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내용은 EU 28개국에 모두 적용된다.
EU 회원국: 총 28개국
구분
기존회원국
2004년 가입국

국가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등 15개국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키프로스, 몰타 등 10개국

2007년 가입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2개국
2013년 가입국 크로아티아 1개국 (2013년 7월 1일부)
가입후보국

터키(독일 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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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어엽협정 체결 문제)
세르비아(코소보와의 관계 정상화 문제)
주: 2016년 7월 14일 기준
나. EU의 FTA 정책
EU는 전통적으로 FTA 협상에서 ‘지역 대 지역’ 협상을 선호해왔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개별국과의 양자 간 협
정보다는 지역통합체와의 ‘지역 대 지역 협정’ 체결에 중점을 두어왔다. 또한 상호주의에 의거한 FTA 보다는
일방적인 호혜적 특혜협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해 EU의 FTA 정책 방향이 크게 변
경돼 ‘지역 대 지역 협정’ 이외에 개별 국과의 FTA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FTA 체결 동기도 정치적
동기와 함께 상업적 동기도 고려하게 됐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EU가 인근 국가의 정치, 경제적 안정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EU의 안보를 모색하는 ‘정치적, 외교적 동기’에 의거해 인근 국과의 FTA를 추진해 왔다면,
1999년부터는 신흥 성장시장을 대상으로 원래 의미, 즉 상업적 의미의 FTA도 병행 추진해오고 있다.
다. EU의 FTA 주요 특징
EU는 안보, 외교, 미국 견제 등의 다양한 동기들이 복합돼 다양한 형태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형태
도FTA, 경제협력협정, 안정화협정, 무역개발협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다. NAFTA(북미자유무역
협정)를 자국 FTA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과 달리 단일적인 모델은 없으며 FTA마다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다만WTO(세계무역기구)로부터 지역무역 협정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능한 한 FTA에서 양측 상품 무역의 90%
이상의 관세 철폐를 선호하고 있다. EU는 지난 2006년 10월 ‘신통상정책’을 선언하면서 FTA 우선추진대상
국으로 한국, 인도, 아세안, 러시아, MERCOSUR, GCC를 선정한 바 있으며 한국과는 2010년 10월6일
FTA 협정을 타결했다.
한-EU FTA는 2010년 10월 6일, 브뤼셀 EU 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공식 서명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Herman Van Rompuy EU 정상회담 상임의장, Jose 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Kael De Gucht 통상담당 집행위원간에 한-EU FTA가 정식 서명됐다. EU와 한국
의 자유무역 협정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협상이 개시돼 2009년 7월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고, 2009
년 10월 15일에 가서명 된 바 있다. 한-EU FTA는 당초 2011년 1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탈리
아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6개월 연기돼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한-EU FTA 발효된 지 4년이 지난 2015년 현재, 한-EU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이 수출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등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FTA 1년차에는 18억 달러의 흑자를 냈지만 2년차에 46억 달
러의 적자로 돌아섰고 3년차에는 적자규모가 70억 달러를 넘어섰다. FTA 4년차 기준인 2015년 5월까지의
대EU 수출액은 총 432억 달러, 수입은 총 551억 달러로 118억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한국수출이 부진한 이유로는 EU측 수입 수요가 크게 하락한 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그리스
를 시작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연쇄적으로 국가부도 위기를 맞이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하락과 유로화 절하가 겹치며 2015년 5월까지 석
유 제품의 수출은 -40%, 석유화학 제품 -20.4%, 자동차 -8.6%, 자동차 부품 -5.9% 감소한 상황이다. 한
편, 이러한EU 역내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실적이 주요 경쟁국 국가들의 수출 실적 대비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EU의 전체 무역 파트너 중 총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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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서는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번째 주요 무역 상대국이다. 한편 한국에게 EU는 9.8%의 비중으로 중국
에 이은 두 번째 주요 교역국이다.
라. 최근 FTA 협상 동향
2016년 7월 기준, EU 집행위의 FTA 협상 국가는 다음과 같다.
미국
미국과 EU의 FTA(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는 2011년 11월 미-EU 정상
회담 이후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 물밑협상을 통해 2013년 2월 공동성명을 통해 FTA 추진을 공식
화했다. 양측 협상 개시 이후, 현재까지 13차 협상이 이뤄졌다.
양측의 협상 방향은 크게 3개의 큰 틀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시장접근성 강화(Market Access), ② 규제정합
성 향상(Regulation), ③ 무역 제도개선(Trade-related Rules)이다. 시장접근성 강화(Market Access)는 전
통적인 의미의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분야로 관세철폐(평균 EU는 5.2%, 미국은 3.5%), 공공조달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촉진 관련 분야이다. 규제정합성 향상(Regulation)은 보건, 안전, 환경, 금융, 정보
보안 등 주요 분야의 규제에 대해 양측의 상호 정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무역 제도개선(Traderelated Rules)은 교역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에너지·원자재 접근성, 일할 수
있는 권리 및 환경과 같은 이슈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밖에도 양측 협상에 투자가-국가분쟁해결 제도인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가 주요 이
슈로 부각되고 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측에서는 ISDS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모호한 조항으로
기업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일부 EU 회원국들은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EU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ISDS 조항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다국적 기업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다며 크게 반대해왔다.
이에 2015년 7월 8일, 유럽의회는 EU-미국 간 협상에서 ISDS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분쟁 해결제도를 만들
어낼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7월 13일~17일 제 10차 TTIP 협상에서 EU측 대표는 ISDS 제도를 개
선한 새로운 방안을 곧 미국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히며, 동 신규 개선 방안은 기존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 제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U와 미국은 협상타결 목표 시점을 2015년 말로 정하고 협상진행에 박차를 가했으나, 성공하진 못했다. 그
러나TPP의 실질적 타결 선언에 따라, TTIP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
인 씽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CEPR)에 의하면, 미국과의 FTA
가 완전히 발효될 경우 EU는 매년 1,190억 유로 상당의 경제적 이득 창출과 가구당 545 유로의 가처분 소
득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EU와 미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GDP의 절반가량인 47% 이며, 양측
교역량은 전 세계 1/3을 차지하고 있어 양측간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 최대의 무역시장이 완성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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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3년 3월 25일 EU-일본간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본격 합의한 이후 2013년 4월 1차 협상을 마쳤으며,
현재까지 총 9차례 협상이 진행됐다. 2014년 5월 7일 개최된 5차 협상에서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EPA)를
조기체결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2014년 7월 7일~11일, 도쿄에서 열린 6차 협상에서는 관세 철폐와
정부조달 등에 관해 논의했다. 2014년 10월 브뤼셀에서 7차 협상이 열렸으며, 2014년 12월 8일~12일, 도
쿄에서 8차 협상이 진행됐다. 2015년 2월 23일~27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 9차 협상에서는 비관세장벽
철폐와 규제완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TTIP와 마찬가지로 TPP 실질적 타결에 따라, 2016년에는
일본과의 협상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16년 타결을 목표로, 2016년 9월에 제 17차 협상이 진
행될 예정이다. 일본과 협상 중인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수준이다. 세
계 경제의 30% 그리고 전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하는 EU와 일본 간의 FTA가 성사된다면 양 지역 간 교
역 증대와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
2013년 5월, EU 집행위가 회원국에 중국과의 투자보호협정(Agreement on investment protection)의
협상 개시 승인을 요청한 이후 2014년 1월 21일~23일, 베이징에서 투자협정을 위한 1차 협상이 개최됐다.
투자보호협정은 EU 차원에서 투자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협정 체결 추진 사례로, 현재 중국과 개별회원국
간 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ies-BITs)만 체결돼 있다. 이후 2014년 3월에 개최된 2차 협상 당
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처음으로 EU를 방문해 FTA 체결 추진 등 교역 및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2016년 4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10차 협상에서는 야심차고 포괄적인 투자협정 적용 범위에 대한 합의
가 이뤄졌다. 아울러, 동 협상에서는 규제환경(투명성, 라이센싱, 승인 절차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제 11차 협상은 2016년 6월 말 칭다오에서 개최됐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2015년 6월에 개최된 제 17차 중국-EU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중에 양측 투자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투자협정을 촉구한 바 있다.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최근 중국기업들
은 기술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유럽 내 많은 인수기회를 찾고 있는데, 투자협정을 통해 EU내 인
수 및 직접투자 기회들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양국간의 상품∙서비스 교역규모에 비해 투
자규모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EU는 중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개별 EU 회원국과 중국 사이에
체결한 기존 양자협정을 단일 협정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인도
인도는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있는 거대한 시장으로, EU에서는 놓칠 수 없는 큰 파트너이다. 2007년 6월
에 협상이 개시돼 2012년 6월까지 양측간 11차 고위 협상이 있어왔다. EU와 인도간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이슈는 상품시장 접근, 서비스분야 및 정부조달 분야에서 균형적 관계 구축이다. 2012년 6월 26일 EU-인도
간 장관차원의 협상에서 양측 협상에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2013년 4월 15일 장관급 회의 및 5월
15~16일에 걸친 주요 협상가 회의 등 수 차례의 협상회의를 통해 쟁점 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16년 3월 말 EU-인도 정상회의에서 인도 대통령은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 협
상진전에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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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및 콜롬비아
EU는 2010년 2월에 콜롬비아 및 페루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으며 2012년 11월EU-페루/
콜롬비아 FTA 협정을 승인했다. 페루와의 FTA는 2013년 3월 1일 부로 잠정 발효 중이며, 콜롬비아와의
FTA는 2013년 8월 1일 부로 잠정 발효 중이다.
MERCOSUR (메르코수르,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의 남미공동시장을 지칭한다. 메르코수
르와의 협상 지침은 1999년에 채택됐으나 그 동안 여러 차례 중단됐다가 2010년 5월에 양측 간 협상이 공
식 재개됐다. 협상 내용에는 공산품과 농산품만 아니라 서비스분야와 정부조달법규의 개선, 지적재산권, 관
세, 교역의 용이화, 무역기술장벽 등이 이슈가 포함돼 있다. 2012년 10월 9번째 협상이 개최돼 관세, 무역
장벽의 완화, 원산지규정, 서비스 및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논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EU와 메르코수르
는 1999년부터 FTA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시장개방을 둘러싼 주장이 맞서면서 2004년 10월부터 협상
이 중단된 이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메르코수르 회원국인 아르헨티나가 자국 시장의 개
방을 거부하며 보호주의 장벽을 높이는데다 EU도 농업 분야에서 단일 협상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협상 진
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ASEAN(아세안,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아세안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을 일컫는데, EU와의 FTA 협상은 2010년 싱가포르를 시작으
로 진행됐다. 싱가포르와의 협상은 2012년 12월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리스본 조약으로 인해 투
자보호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었으나, 2014년 10월 협상이 마무리 됐다. 7개 아세안 멤버국가와 2007년 7
월 협상을 개시했으나, 2009년 3월 7차 회의 이후, 협상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2009년 12월부
터 개별 아세안 국가와 양자 FTA 형태로 협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와는 2014년 10월에 협상을
마무리 지었고, 말레이시아와는 2012년 4월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다. 베트남과는 2012년 6월
1차 협상을 시작해 2015년 8월 공식적으로 협상이 타결돼 내년 비준을 목표로 내부적인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태국과는2014년 4월까지 4번의 회의가 열린 후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FTA 발효 국가
국가/공동체

발효년도

(페루) 2013년 3월 1일 EU-Colombia/Peru Agreement 발효
(칠레) 2013년 8월 1일 EU-Colombia/Peru Agreement 발효
안데안 공동체
(에콰도르) 2014년 7월 상기 협정 적용 협상(accession) 마무리
(볼리비아) 협정 적용 협상 가능성 타진 단계
콜롬비아

2013년 8월 1일 Free Trade Agreement 발효

한국

2011년 7월 1일 Free Trade Agreement 발효

멕시코

2000년 10월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발효
- 2015년 6월 12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양측간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기존 FTA를
업그레이드 한 새로운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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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동체

발효년도

남아프리카 2000년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발효
칠레

2002년 Association Agreement(상품 관세철폐 협정) 발효

Association Agreement(상품 관세철폐협정) 발효
- 모로코(2000년 3월, 2013년 3월 포괄적 FTA 협상 개시)
- 이집트 (2004년 6월, 농산물 포함 2010년 6월)
- 이스라엘 (2000년 6월, 농산물 포함 2010년)
중동아프리카
- 요르단 (2002년 5월, 농산물 포함 2007년)
8개국
- 레바논 (2006년)
- 알제리 (2005년 9월)
- 팔레스타인 (1997년 7월, 농산물 포함 2012년 1월)
- 튀니지 (1998년 3월)
동유럽
3개국

Association Agreement(상품 관세철폐협정) 발효
- 우크라이나 (2014년 9월 잠정 발효)
- 조지아 (2014년 9월 잠정 발효)
- 몰도바 (2014년 9월 잠정 발효)
자료원: http://ec.europa.eu/trade
주: 2015년 12월 18일 기준
FTA 협상 타결 및 발효 예정 국가

국가

진행 상태

향후 일정

- 2007년 5월 EU ·ASEAN FTA 추진에 합의
- 2009년 3월 이후 EU와 ASEAN 개별 회원국 간의
협상으로 변경
싱가포르
- 2010년 3월 협상 시작, 2012년 12월 타결
- 2013년 9월 브뤼셀에서 양자간 FTA 가서명
- 2014년 10월 EU-싱가포르(EUSFTA) 협상 타결

- 2015년에 발효 사전 준비 절차들이
완료 될 전망
-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용어로
협정문을 번역 한 후 양측의 비준
받을 예정

- 2008년 7월 양측 FTA 추진이 처음으로 논의
- 2009년 5월 캐나다와 EU간 FTA 협상시작 공식발표
캐나다 - 2013년 10월 4년 FTA 협상 정치적 합의
- EU가 G8국가와 처음으로 맺은 FTA라는데 의의
- 2014년 9월 26일 EU-캐나다(CETA) 협상 타결

합의문 전문은 법률검토작업을 거친
후 모든 EU 국가들의 공용어로 번역
될 예정

- 2012년 6월 협상 개시
- 2014년 1월 6차 협상 완료
- 2014년 3월 7차 협상완료하며 협상은 실질적인 단계로
들어섰음
베트남
- 2014년 6월 8차 협상완료
- 2014년 9월 9차 협상완료
- 2014년 10월 10차 협상완료
- 2015년 8월 4일 협상 타결

- 몇 몇 기술적 이슈에 대한 협상을 연
내 마무리 한 후, 최종 협정문 작
성 계획
- 양측은 비준 과정을 거쳐, 빠르면
2017년 발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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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리아

진행 상태

향후 일정

- 2009년 10월 상품 관세철폐 협정(Association Agreement)이
위원회에서 채택됐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사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
자료원: http://ec.europa.eu/trade
주: 2015년 12월 18일 기준
EU 자유무역협정 협상진행 국가

지역

국가

경과

인도

- 2007년 6월 협상 개시
- 12차 협상 완료 후 2013년 여름부터 사실상 협상 중단
- 잔여 쟁점: 재화의 시장접근성 보장, 서비스, 정부조달, 지속 가능한
개발

향후 일정

- 2010년 10월 협상 시작
말레이시아 - 2012년 4월 7차 협상 완료
- 2012년 9월 8차 협상 완료

태국

아시아

미얀마

- ASEAN 지역 전체와의 FTA 협상 유보상태로 개별국가 협상대상
중 하나
- EU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다음으로 태국과의 협상을 시
작
- 2013년 2월 협상 개시
- 2013년 12월 3차 협상 완료
- 2014년 4월 4차 협상완료
- 2015년 2월 협상 개시
- 2015년 5월 2차 협상

일본

- 2012년 11월 EU 이사회가 협상 승인
- 2013년 3월 협상 개시
- 2014년 4월 5차 협상 완료
- 2014년 10월 7차 협상완료
- 2014년 12월 8차 협상
- 2015년 2월 9차 협상
- 2016년 4월 16차 협상

중국

- 2007년 중국-EU 경제 협력 조항(1985년)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
을 진행했으나 양측 의견차로 2011년 중단
- 2013년 11월 EU-중국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포괄적 EU-중국
투자 협정 협상 개시
- 2014년 1월 1차 협상
- 2014년 3월 2차 협상
- 2014년 6월 3차 협상
- 2015년 3월 5차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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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가

경과

향후 일정

- 2016년 6월 11차 협상

북미

미국

- 2013년 7월 협상 개시
- 2014년 5월 5차 협상
- 2014년 7월 6차 협상
- 2014년 9월 7차 협상
- 2015년 10월 10차 협상
- 2016년 4월 13차 협상

2016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

- 1999년 협상 시작 후 2004년 협상 중단
- 2010년 5월 협상 재개
남미공동시장 - 2012년 10월 9차 협상 완료
중남미
(MERCOSUR) - 공산품 및 농산품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정부조달에 관한 규정과
지적 재산권 개선, 세관 및 무역 편리화, 무역의 기술적 장벽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협상을 목표로 함

중동
북아프
리카

GCC*

- 1989년 양측 FTA 추진 첫 논의 후, 1998년까지 이라크 전쟁으로
협상이 중단
- 2002년 3월 협상재개 후, 2009년까지 GCC의 미온적 관심으로
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짐
- 2010~2012년 비공식 협의 지속
- 2013년 6월 23차 GCC-EU 외교장관 회의

주1: 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주2: 걸프협력회의(GCC):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주3: 2016년 7월 15일 기준
자료원: http://ec.europa.eu/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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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수출 동향
물동량 감소에 따른 해상운송서비스 수요 감소로 서비스 수출이 둔화되고, BRICs 국가 주도로 무역장벽이 늘
어나면서(러시아의 미국, 유럽산 농산물 수입규제 등) 덴마크 물품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유럽국
가 경기회복으로 전반적인 수출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덴마크 정부는 크로네
(DKK) 와 유로화 페그제를 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ECB 양적완화에 따른 유로화 가치하락에 따라 덴
마크 크로네 가치 하락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크로네 기준으로는 덴마크의 수출이 늘겠지만, 달러화 표
시 기준으로는 수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아래 표 참조) 한편, 덴마크의 5대 수출대상국(2015년 기준,
전체 수출액의 7%)인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증가가 예상되면서 덴마크의 대영 수출
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파운드화 가치 하락 영향까지 가중되면서 유제품 및 육류(돼지고기) 등 식품류 위
주로 덴마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영 수출의 1/3 가량을 식품 및 주류가 차지(2015년 기준)
일각에서는 노르웨이와 같은 모델로 합의가 이뤄져, 현재와 다름없이 교역관계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지만, 노르웨이 모델의 경우 인력이동에 대한 전제가 붙어 영국이 이를 수용할 지 여부가 불투
명하다.
크로네화 기준, 덴마크 수출 추이 및 전망(2007~2016)

자료원: Statistics Denmark, Danske Bank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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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대비 덴마크크로네 환율 추이(2014.12.22.~2016.6.30.)

자료원: 국제금융센터
국가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인근 유럽국가로의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Top 10 수출국
을 살펴 보면 미국,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럽 국가이다. 특히, 인접국인 독일과 스웨덴으로의 수출이 가
장 많다. 미국의 경우 최근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수입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달러화 기준, 덴마크 수출 추이 (2013~2015)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총계

2013

2014

2015

금액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110,139

4.36

110,925

0.83

95,278

-14.11

1

독일

18,409

12.32

19,997

8.62

16,862

-15.53

2

스웨덴

13,321

-4.2

12,979

-2.57

10,983

-15.29

3

미국

9,541

-3.07

8,662

-9.21

7,840

6.68

4

노르웨이

6,825

-2.1

7,350

7.7

5,941

-19.40

5

영국

7,225

5.41

7,371

2.02

5,915

-31.30

6

네덜란드

4,939

3.84

4,664

-5.57

4,172

-10.48

7

중국

3,806

2.18

4,199

10.33

3,571

0.57

8

프랑스

3,308

15.79

3,551

7.34

3,247

-22.46

9

폴란드

2,755

6.88

2,976

8.03

2,729

-7.78

10

핀란드

3,191

26.52

3,086

-3.29

2,462

-20.21

기타

-

36,819

N/A

36,090

N/A

31,556

N/A

자료원: WTA
품목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기계류와 의약품, 전자기기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덴마크 내 세계 최고의 해
운산업 허브가 조성돼 있어 내로라 하는 선박부품 제조업체(Man Diesel & Turbo, Danfoss 등)가 집중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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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용 엔진, 펌프 등의 수출이 활발하다. 또 세계 최대 인슐린 생산업체인 노보 노디스
크(Novo Nordisk) 등 바이오 의약품 업체가 많아 의약품 수출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품목별 덴마크 수출 추이 (2013~2015)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13

총계

2014

2015

금액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10,139

4.36

110,925

0.83

95,278

-14.11

1

기계류

14,234

-0.04

15,350

7.84

13,102

-14.77

2

의약품

11,740

9.52

12,203

3.94

11,727

-3.87

3

전자기기

9,338

18.66

10,443

11.83

8,511

-18.43

4

광물성연료

10,425

-4.92

8,226

-21.09

5,725

-30.48

5 광학 및 의료기기

4,221

-10.10

4,349

3.05

3,923

-10.01

6

육류

4,808

0.56

4,511

-6.19

3,549

-19.08

7

해산물

3,277

14.72

3,411

4.11

3,040

-10.85

8

가구

2,752

1.81

2,985

8.45

2,708

-9.46

9

철강제품

3,420

11.67

3,203

-6.35

2,541

-20.66

10

플라스틱

2,735

1.84

2,746

0.41

2,357

-14.16

기타

-

43,189

N/A

43,627

N/A

38,095

N/A

자료원: WTA
나. 수입 동향
낮은 이자율, 유가하락, 수출증대, 고용 및 주택시장 회복, 실질임금 상승(가처분 소득 확대) 에 따른 민간 소
비 확대로 수입수요도 견조할 전망이다. 다만, 크로네 기준으로는 덴마크의 수입이 늘겠지만, 달러화 표시 기
준으로는 수입이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국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수출과 마찬가지로 유럽 국가로부
터의 수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접국인 독일과 스웨덴으로부터의 수입이 많다. 스웨덴과 같은
경우, 삼성 등 글로벌 기업이 웨어하우스를 두고 덴마크로 수출하고 있어, 우회수출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한편, 중국은 선박과 각종소비재 수출확대에 힘입어 아시아 국가로서 유일하게 TOP 10 수입국에 포함됐다.
한국은 2015년 상반기 잠깐 TOP 9까지 올랐으나, 최근 선박 수출 부진으로 2015년 말 기준 12위 국가로
밀려났다.
달러화 기준, 덴마크 수입 추이 (2013~2015)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총계

2013

2014

2015

금액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96,629

4.98

99,337

2.76

85,420

-14.01

1

독일

20,055

4.58

20,269

1.07

17,411

-13.91

2

스웨덴

12,060

-1.02

12,191

1.08

10,495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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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2013

2014

2015

금액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3

네덜란드

7,260

6.91

7,616

4.91

6,890

-9.33

4

중국

6,241

2.92

6,877

7.07

6,244

-9.21

5

노르웨이

6,968

14.08

6,709

-3.71

5,159

-23.11

6

영국

5,065

-0.59

4,694

-7.32

3,766

-19.55

7

이탈리아

3,347

0.82

3,630

8.47

2,991

-17.77

8

폴란드

3,277

10.49

3,313

1.08

2,900

-12.84

9

프랑스

2,907

4.81

3,058

5.20

2,647

-13.09

10

벨기에

2,918

3.12

3,022

3.56

2,625

-14.16

기타

-

26,531

N/A

27,958

N/A

24,292

N/A

자료원: WTA
품목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기계류, 전자기기, 자동차 수입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덴마크는 선택과 집중
을 통해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낮은 기계나 전자제품, 자동차 등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 왔
다. 최근 2년 간 선박류 수입도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다.
덴마크 수입 추이(2013~2015)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총계

2013

2014

2015

금액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96,629

4.98

99,337

2.76

85,420

-14.01

1

기계류

11,820

2.11

12,106

2.41

10,728

-11.50

2

전자기기

9,000

-0.95

9,046

0.50

8,122

-10.01

3

자동차

6,411

9.52

6,776

5.69

6,679

-1.41

4

광물성연료

9,964

6.74

8,346

-16.24

5,549

-33.50

5

의약품

4,429

14.75

4,653

5.06

3,879

-16.87

6

플라스틱

4,187

2.99

4,370

4.39

3,748

-14.20

광학 및 의료기기 2,664

18.56

2,676

0.44

2,434

-9.79

7
8

철강제품

2,667

-5.20

2,723

2.11

2,368

-13.39

9

선박류

1,708

216.37

2,659

55.70

2,349

-12.74

10

직물의류

2,126

-2.19

2,359

10.94

2,156

-8.59

기타

-

41,653

N/A

43,623

N/A

37,408

N/A

자료원: W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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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수출 동향
선박(조선기자재 포함)수출 확대에 힘입어 2013년 이후 수출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덴
마크 수출액은 선박 수출여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전체 수출의 70~80%를 차지) 한창 수요가 증가세
였던 대형 컨테이너선(선사들의 규모의 경제 추구) 및 친환경선박(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는 환경규제 대응)
은 국내 조선사의 경쟁력이 높아, 국내 조선사들이 연쇄적으로 수주에 성공했다. 그러나 현지 선박협회 관계
자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선박인도금액은 예년 대비 급감할 예정으로 2017년에나 2014년 수준으로 회복
될 전망이다.
주력 수출 상위 품목인 자동차(유럽 내 생산기지 확대로 직수출 감소, 체코/슬로바키아 등 유럽생산기지로부
터 수출 증가), 기계(유럽에 생산기지 및 물류 창고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으로부터 직수출 감소) 수출이 다소
감소했다. 다만, 플라스틱(한-EU FTA 수혜효과), 철강(플랜지, 타워, 파운데이션 등 해상풍력발전 구조물)
수출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 덴마크 정부는 2020년까지 풍력을 통한 전력 생산 비율을 50%(2014년 기준 39.1%)까지 끌어올릴 계
획으로, 다양한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추진 중
한국의 덴마크 수출 추이(2012~2015)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HS 2 단위 기준)
총계

2012

2013

2014

2015

350

1,274

2,232

1417

1

선박류

16

934

1890

1050

2

자동차

133

133

92

101

3

기계

62

56

64

64

4

철강제품

44

30

40

45

5

플라스틱

14

13

31

37

6

철강

5

4

5

33

7

전자기기

25

29

32

25

8

종이류

0

6

10

13

9

광학기기‧의료기기 등

10

12

13

11

10

고무

10

8

13

6

-

기타

31

49

42

32

주: 순위는 2015년 수출액 기준
자료원: KITA
나. 수입동향
2011년 이후 대 덴마크 수입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왔다. 주요 수입상위 품목인 기계※, 전자
기기, 의약품※※에 대한 완만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2015년에는 돼지고기, 곡물에 대한 수입이 급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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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내 세계 최고의 해운산업 허브가 조성돼 있어 세계 최고 선박부품 제조업체
(Man Diesel & Turbo, Danfoss 등)가 집중 포진해 있어, 선박용 엔진, 펌프 등 수출 활발
※※ 세계 최대 인슐린 생산업체인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 등 바이오 의약품 업체가 많아 관련 제품
수출 다대
한국의 덴마크 수입 추이(2012~2015)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HS 2 단위 기준)
총계

2012

2013

2014

2015

749

919

994

997

1

기계

286

308

283

344

2

전자기기

50

130

80

76

3

의약품

57

77

93

70

4

돼지고기 등 육류

34

29

35

62

5

5

4

0

53

6

곡물
광학기기‧의료기기 등

60

53

61

49

7

선박류

1

0

0

48

8

모피

36

21

33

38

9

완구 및 스포츠용품

62

58

61

33

10

알부민

33

39

35

32

-

기타

125

200

313

192

주: 순위는 2015년 수입액 기준
자료원: KITA

3. 수입규제제도
가. 개요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
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 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 국별로 일부 관련품목들을 대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
지 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들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덴마크는EU의
수입규제를 따르고 있고,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단독으로 역외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
치를 취할 수 없다. 즉,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의 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 조사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돼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
다. 따라서 역외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전 EU-28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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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 금지 및 규제 품목
EU내 수입 금지 및 규제 품목들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 되고 있으며, 2013년 3월부터 추가된 EU 수입금지
품목은 동물실험 화장품, 불법 벌채된 목제품 등이 있다. 한편,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
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을 할 수 있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2015년 9월 유럽의회는 물개제품에 대한 교
역 금지를 강화한다는 집행위 제안을 압도적 표결(찬성 631표, 반대 31표, 기권 33표)로 채택했다. 현재까
지 EU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물개잡이를 금지하고 물개고기에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으나,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물개잡이와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 유지를 위한 물개잡이만 허용해왔다.
2014년 6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라는 WTO의 요청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5년 2
월, 물개관련 제품의 수입∙교역 금지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물개잡이 역시 금지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다만, 원주민의 전통생활 방식에 따른 비상업적 목적의 물개잡이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채택된 제안안
은 향후EU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역내 전체에 그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다. 기타 수입제한 법규
반덤핑 관세
수출국의 기업이 정상가격(자국시장 판매가격 또는 생산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함으로 인해 수입국 산
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키 위해 관세 위에다 덤핑 마진만큼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
는 조치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이다. 즉, 내수가격 = 120 > 수출가격 =100일
때 덤핑마진은20이다. EU 집행위는 EU 기업(또는 관련 산업협회)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
출을 해 관련 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
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 후 덤핑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ㅇ 덤핑 사실의 존재
- EU 역외국 수출업체가 EU에 내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즉, EU 산업이 역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업자는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돼 결국 생산, 판매,
수익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EU의 기준들은 상당히 모호하고 계랑화
돼있지 않아, 자의적인 운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법정 판정기한을 초과해 부당하게 연장조사
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우회덤핑 방지에 관한 개별적인 덤핑 산정의
과정이 결여돼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피해판정도 생략하고 있어 EU와 교역중인 국가들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 관세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해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
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 즉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받고 EU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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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상계 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EU 산업 내 물질적 피해
(material injury) 초래: 수출 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
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
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진위를 조사
한다. EU 산업의 손해가 커서 조사 완료기간을 기다리기가 어렵다고 평가할 때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제
소 및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세이프 가드 조치
세이프가드는 EU 내 수입된 품목들 중, 특정 상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EU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 상품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해 피해를 입은 EU 역내 경쟁 산업에게 적절한 조정기회를 부여함으로
써 특정 산업과 관련 노동자들을 심각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무역경쟁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을
부여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 가드 조치를 요청할 수는 없고,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오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세이프 가드 조사를 실시한다. 세이프가
드 조치는 일정 상품에 대해 어느 일정 역외 수출국이나 그 국가의 일정 업체 상품에 한하지 않고 모든 역외
수출국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반덤핑이나 반 보조금 조치와 다른 점이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 조치가 있다. 감시
(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일일 점검하는 것이며,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입 라이센스를 요구한다. EU 집행위는 2011년 5월 31일 한-EU
FTA 세이프가드 규정을 공표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적용된 한-EU FTA와 함께 발효했다. 세이프가드 조치
가 실시되면, 최초 2년 시행 후 2년 연장이 가능한데 관세율 인하 정지 혹은 발효 중인 품목에 관련된 최혜국
실행관세율,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관세율 수준까지 관세 인상이 가능해진다. 또한 소형 자동차 등 몇몇 민감
한 품목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정 1개 EU국가 산업에 대한 피해에도 원칙적으
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 수입 쿼터 제도
현재 EU는 공산품에 대해 수입 쿼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마.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말하는데, 관세이외의 모든 규제법을 통칭한다. 예를 들어 굴삭기, 휠로더, 스키드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
하고 있어 국가별 요구사항 수용에 따른 수출 장비의 부품 다양화로 인해 원가가 상승하고 아울러 각 인증 기
관에 인증 비용도 지불해야 함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중고 장비의 수입 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영국과 같은 일부 EU 국가의 경우 별도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해 이중으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기계의 경우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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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EU 비관세 장벽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친환경적인 규제를 도입해 높은 기술장벽을 형성하고 있
다는 것이다. 산업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기술장벽이 가장 많으며, 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규제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굴삭기, 휠로더, 스키드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CE 인증 외에도 각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기술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EU로 제품을 수출을 하고자 하
는 우리 기업들은 관련 인증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EU의 환경 관련 규제는 아래와 같
다.
규제명

약칭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REACH

설명
EU 역내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평가 및 승인 의무화

유해물질 관리제도

RoHS

전기전자 제품 제조시 유독성 물질의 사용 규제

폐가전 처리지침

WEEE

EU내 판매되는 가전제품에 대한 재활용 비율, 폐가전 수거 의무 준수

CE 인증

CE

CE마크 부착 의무화, CE 마크가 없는 EU 역내 유통 금지

에너지 사용제품
환경디자인 의무

EuP

디자인 설계, 사용, 재활용까지 친환경적인 디자인 채택 의무화

바. 참고사항 (무역기술장벽: TBT)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
를 들 수 있는데 TBT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
는 것을 지칭한다. 현재 덴마크를 비롯한 EU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TBT에 대한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 TBT를 증가시키고 있다. EU의 TBT 통보건수는 2012년 79
건, 2013년 93건, 2014년(1~9월 기준) 70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진행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몇 가지 예는 아래와 같다.
장난감 내 바륨 성분 제한
EU 집행위는 2013년 7월 20일 이후부터 장난감 내 바륨성분 제한을 강화했는데, 이는 장난감 특성상 아이
들의 신체와 직접적으로 접촉되므로 장난감 내 유해물질은 소량이라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경된 바륨(Barium)의 수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장난감 바륨 제한 수치
(단위: ㎎/㎏)
장난감 소재

기존 제한 수치

신규 제한 수치

스크랩 오프의 장난감 소재(Scraped-off toy material)

56,000

18,750

건조, 부서지기 쉬운, 동력 또는유연한 장난감 소재
(Dry, brittle, power-like or pliable toy material)

4,500

1,500

액체 또는 끈끈한 장난감 소재
(Liquid or sticky toy material)

1,125

375

자료원: EU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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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위험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위험물질 등록승인제도(REACH) 부속서 14의 허가대상 리스
트(Autorisation list)에 8개의 물질이 추가됐다. 이 경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자, 수입자 또는 하
위 사용자는 해당용도로 물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이 금지된다.
- 시장 출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질 또는 완제품에 혼입된 물질의 용도가 허가된 경우
- 시장 출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질 또는 완제품에 혼입된 물질의 용도가 부속서 14의
허가요건으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 사용 금지 시점(sunset date)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사용 금지 시점에 도달했고, 그 날짜의 18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경우
- 물질이 출시된 경우 그 용도에 대한 허가가 자신의 직접적인 하위사용자에게 승인된 경우
하위 사용자의 용도가 상위공급망 관계자에게 승인된 용도의 허가 조건을 따르는 경우 하위사용자는 위에 제
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살생물제, 과학적 연구개발 용도 물질, 차량 연료 및 화
장품에 사용되는 물질, 식품 접촉 물질, 식물보호 제품, 67/548/EEC, 1999/45/EC에 명시된 농도한계 미만
의 물질 등은 허가가 면제된다. 사용허가 신청은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출하며, 유럽화학물질청의 위
험평가 위원회와 사회경제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EU 집행위에 의견을 제시하고 EU 집행위에서 최종 허가 여
부를 결정한다. 사용금지 시점(Sunset date)은 품목에 따라 2016년 4월 21일 또는 2017년 9월 21일이며,
그 이후에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금지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전인 지정된 신청 기한(Latest
application date)까지 신청해야 한다.
관련 8개 물질의 신청기한 및 사용금지 시점
신청 기한
(Latest
application
date)

물질명(영문)

사용금지 시
점
(Sunset
date)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2014년 10월 21 2016년 4
일
월 21일

삼산화크롬(Chromium trioxide)

2016년 3월 21 2017년 9
일
월 21일

삼산화크롬 및 올리고머로부터 생성된 산
(Acids generated from chromium trioxide and their oligomers Group 2016년 3월 21 2017년 9
containing: Chromic acid, Dichromic acid, Oligomers of chromic acid
일
월 21일
and dichromic acid)
다이크로뮴산나트륨(Sodium dichromate)

2016년 3월 21 2017년 9
일
월 21일

다이크로뮴산칼륨(Potassium dichromate)

2016년 3월 21 2017년 9
일
월 21일

이크롬산암모늄(Ammonium dichromate)

2016년 3월 21 2017년 9
일
월 21일

크로뮴산칼륨(Potassium chromate)

2016년 3월 21 2017년 9
일
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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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뮴산나트륨(Sodium chromate)

2016년 3월 21 2017년 9
일
월 21일

자료원: EU 집행위
사. 최신정보
EU 집행위는 2015년 3월 23일, EU 내 판매 및 유통되고 있는 유해 제품 관련 ‘2014년 RAPEX 평가 보고서’
를 발표했다. RAPEX는 EU에서 시행중인 비식품 유해 소비재 긴급 경보 시스템으로 현재 EU-28을 비롯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총 31개국이 회원국으로 등록돼 있다. 동 회원국들은 자국내 유통되
는 비식품 제품 중 소비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들을 모니터링하고 유해 제품을 적발한다. 제품을 적
발하는 경우, 해당 국내 기관은 제조사에 리콜 또는 시장 내 제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집행위에 위
와 같은 사실을 통지한다. 또한 집행위는 해당국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취합한 후, 매주 금요일 집행
위 RAPEX 시스템 사이트에 공개하는데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ec.europa.eu/consumers/safety/rapex/alerts/main/index.cfm?event=main.listNotifications
2014년 한 해 총 2,435개 제품이 소비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성 제품으로 적발됐는데, 동 적발 건
수는 전년대비 3% 증가했으며 RAPEX 시스템이 처음 도입됐던 2003년과 비교했을 때에는 무려 1,651%
나 증가한 수치이다. 발표된 전체 2,435건의 적발 건수 중, 중국산 제품(홍콩 포함)의 적발 건수가 무려
1,462건에 달하는 등 전체 제품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14년
한 해 총 15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자동차 품목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도 휴대용 가
스렌지 1건, 손목시계 1건, 장난감 1건이 해당된다(나머지 1개 품목은 비공개).
현재 EU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역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향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3년 2월 13일, 집행위는 EU 시장 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
전성과 관련 시장 감독 강화 제안서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
다(2014년4월 15일 유럽의회 1차독회 통과). 향후 동 집행위 제안이 승인되는 경우, 역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시장감독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RAPEX는 EU-28개국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31개국이 참여국으로 있고 회원국 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한번 제품이 적발되는 경
우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몰랐던 타 회원국 역시 해당제품을 적발해 회
수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수출국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
후 국내 제품이 동 사이트 목록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보다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EU 집행위에서는 2016년 4월 5일 EU내 모든 화장품에 MI(methylisothiazolinone) 성분 사용을 금
지하는 규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초부터 EU 내에서는 MI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로션, 데오드란
트 등 피부에 잔류하는 Leave-on 화장품류)의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덴마크 정부(EPA, 환경보호국)2017
년 1월1일부로 동 규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로 세정되는 RINSE-OFF 제품에 대해서는
0.0015%(15ppm) 이하로 MI 성분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 현재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 단계에 있
으나, 2015년 잔류(leave on) 화장품에 대한 MI 금지안이 공공협의 과정에서 EU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
를 받았던 점을 감안하며, 원안 그대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참고로 덴마크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면도 크림이나 샴푸와 같은 세정 제품에 까지 MI 사용 금지 규제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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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 수입규제동향
EU 차원에서 2016년 7월 15일 현재, 5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가 발동 중(조사개시 포함)이다, 이 중 2
건은 중국산의 우회덤핑으로 판정 받아 규제를 받고 있으며 우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반덤핑 관
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3개 , 화학 1개, 종이류 1개(조사 개시) 대해 규제가 이뤄지
고 있다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철강제
730793,
관연결
730799
구류

철강로
프및
케이블

731210

유
조사개시
형

최종판정

품목

비고

2001년 6월 1일 반덤핑 조사개시
2002년 8월 24일 최종 판정
(한국산 확정 관세율 44%)
철강
반
2007년 8월 13일 일몰재심 조사개시
반덤핑:
2001년
덤
2014년 12월 및 금 2008년 10월 13일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 결정
6월 1일
3일
속
핑
2013년 10월 15일 일몰재심 개시
2014년 12월 3일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 결정
2016년 3월 4일 TK Corporation에 대한 중간재
심 최종판정(반덤핑관세율 32.4%로 수정)

우
회
반
덤
핑
(중
국)

2009년 8월 12일 조사개시
2010년 5월 11일 반덤핑 판정: 중국산 한국 우회
덤핑에 대해 반덤핑 관세 60.4% 부과(조사 협력
한국 업체 우회덤핑 관세 부과 면제)
중국산 한국 우
2011년 9월 30일 신규수출자 재심 및 2012년 6
회덤핑에 대한 철강
월 26일 해당없음 판정(Seil Wire)
2009년
반덤핑
및 금 2012년 2월 9일 반덤핑 조치 종료재심 결과, 반덤
8월 12일
2012년
속 핑 조치 유지 결정(우회덤핑 반덤핑 조치 역시 유
2월 9일
지)
2013년 8월 27일 신규수출자 재심, 중간재심 및
2014년 5월 12일 해당없음 판정(Good wire,
Line metal)
우회덤핑 규제대상 제외업체는 아래 세부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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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실리콘
메탈

HS코드

유
조사개시
형

280469

우
회
반
2006년
덤
4월 20일
핑
(중
국)

규소 방
향성 722511,
전기강 722611
판

반
2014년
덤
8월 14일
핑

481190,
경량감 480990,
열지 481690,
482390

반
2016년
덤
2월 18일
핑

최종판정

품목

반덤핑:
2010년
5월 20일

2006년 4월 20일 중국산 우회수출에 대한 조사개
시
2007년 1월 19일 우회덤핑 최종판정(확정관세
화학
49%)
2010년 5월 20일 일몰재심 최종 지속 판정(확정
관세 유지)

반덤핑
2015년
10월 30일

2014년 8월 14일 조사 개시
철강 2015년 5월 12일 6개월간의 잠정 관세 부과(관세
및금
22.8%)
속
2015년 10월 30일 최종판정
(한국산 확정 관세율 22.5%)

종이

비고

2016년 1월 4일 유럽감열지협회 제소
2016년 2월 18일 조사 개시

철강제 관연결구류(반덤핑)
이 품목의 경우 EU 이사회 규정 No. 1001/2008에 의거 현재 4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EU 반
덤핑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는 당초 부과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부과되며 이후 역내 업체의 지속 부과
요청이 없으면 자동 종료된다. 만약 역내 업체의 지속 부과요청이 있을 경우, EU 집행위는 조사를 개시해 지
속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3년 6월 26일, EU 집행위는 한국산 및 말레이시아산 철강재 관연결구류 품목에 대해 일몰재심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는 The Defence Committee of the Steel Butt-Welding Fittings Industry of European
Union의 제소로 이루어졌는데, 이 단체 소속 기업은 EU 역내 철강 관연결구류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2014년 12월 3일, EU 집행위는 동 품목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2018년 1월 29일까지 연장 부과하
기로 발표했다(관보 L 347). 반덤핑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덤핑 재발생 가능성이 높고 유럽 관련업계사정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 있어, 덤핑재발은 피해재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집행위는 분석
했다.
한편 2015년 2월 18일, EU 집행위는 동 품목의 반덤핑 관세 조치에 대해 부분 중간재심(Partial interim
review)을 개시한다고 관보(C 58)에 발표했다. 이번 부분 중간재심 대상은 한국 기업인 TK Corporation 사
에 관한 것으로, 동 사는 이전 반덤핑 조치 당시 근거가 되었던 상황과 현재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주장했다.
2016년 3월 4일 EU 집행위는 유럽연합 관보를 통해 TK Corporation에 대한 부분 중간재심 최종판정 결과
를 발표하였는데 당초 모든 한국수출업체에 대해 44%의 반덤핑관세율이 적용되었으나 TK Corporation사
에 대해서는 재심결과를 반영해 반덤핑관세율을 32.4%로 수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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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로프 및 케이블(우회덤핑)
이 품목은 EU 이사회 규정 No. 102/2012에 의거, 60.4%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2013년 8월 EU
집행위는 Good wire사와 Line Metal사의 중국 우회수출 규제 대상제외를 위한 재심 요청을 받아, 조사 개
시를 공표했다.
- 조사 개시일: Good wire사(2013년 8월 27일), Line Metal사(2013년 8월 28일)
2014년 5월, EU 집행위 조사 결과 위의 두 업체는 우회덤핑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 반덤핑 관세 부
과 제외업체리스트에 등재되었다.
- 2014년 5월 12일 Line Metal 규제 대상 제외 판정(관련 규정 No. 489/2014)
- 2014년 5월 13일 Goodwire 규제 대상 제외 판정(관련 규정 No. 493/2014)
현재 반덤핑 관세 부과 제외업체는 총 14개로 업체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보성선재

Bosung Wire Rope Co., Ltd

청우제강

Chung Woo Rope Co., Ltd

씨에스

CS Co., Ltd

코스모와이어

Cosmo Wire Ltd

대흥산업

Dae Heung Industrial Co., Ltd

DSR제강

DSR Wire Corp.

굿와이어

Goodwire MFG. Co. Ltd

고려제강

Kiswire Ltd

만호제강

Manho Rope & Wire Ltd

라인메탈

Line Metal Co. Ltd

세일제강

Seil Wire and Cable

신한제강

Shin Han Rope Co., Ltd

쌍용선재

Ssang YONG Cable Mfg. Co., Ltd

영흥철강

Young Heung Iron & Steel Co., Ltd
자료원: EU 집행위

실리콘 메탈(우회덤핑)
이 제품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중인 19%의 반덤핑 관세의 우회혐의에 따른 우회덤핑관세로, 한국 제품
수출 시 우회수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반덤핑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반덤핑)
한국산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에 대한 반
덤핑 조사가 2014년 8월 14일 개시되었다(관보 C 267). 동 조사는 2014년 6월 30일, 유럽철강협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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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FER*(The European Steel Association)의 제소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총 5개국이 해당된다.
* EUROFER: 세계 최대 철강기업인 아르셀로 미탈 등 유럽 내 주요 철강기업들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동 협회 소속 기업들의 규소방향성 전기강판 생산량은 EU 전체 생산의 1/4 이상
2015년 10월 30일, EU 집행위는 관보(L 284)를 통해 동 품목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반
덤핑 관세 범위는 최저 21.5%에서 최고 39%로, 한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22.5%로 확정되었다. 국가
별 및 기업별 덤핑마진 및 반덤핑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국가명

기업명

확정덤핑마진

확정피해마진

반덤핑관세율

POSCO

22.5

37.2

22.5

기타 수출업체

22.5

-

22.5

Baoshan Iron & Steel Co.

21.5

32.9

21.5

Wuhan Iron & Steel Co.

54.9

36.6

36.6

기타 수출업체

54.9

-

36.6

JFE Steel Corporation

47.1

39.0

39.0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52.2

35.9

35.9

기타 수출업체

52.2

-

39.0

OJSC Novolipetsk Steel

29.0

21.6

21.6

VIZ Steel

29.0

21.6

21.6

기타 수출업체

29.0

-

21.6

AK Steel Corporation

60.1

22.0

22.0

기타 수출업체

60.1

-

22.0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자료원: EU 집행위
이에 따라, 위의 표에서 업체이름이 명시된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철강재
검사증명서(mill certificate)를 정해진 요건에 충족한 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상업
송장이나 철강재검사증명서 중 어떤 것도 제시되지 않는다면 위에 기재된 해당 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적
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경량감열지(조사개시)
EU 집행위는 2016년 2월 18일자 EU 관보(2016/C062/7)를 통해 한국산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유럽감열지협회(ETFA)는 2016년 1월 4일
한국산 경량감열지에 대해 반덤핑 제소하였으며 해당되는 제품은 CN코드 기준으로 4811 9000, 4809
9000, 4816 9000, 4823 9085이며, 동 제품은 열에 반응해 변색되며 인쇄되는 특수용지로 주로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에 사용된다. 조사대상기간은 2015년 연간이지만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해 추이분석을 위한
고려 대상기간은2012년 이후 3개년(2012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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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제도
가. 개요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를 따른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관세는
EU가 정해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 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
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 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
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
(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
한다.
한편, EU는 일년에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 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2011년 7월 1일 체결된 한-EU FTA로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관세가
철폐됐다. 양허스케쥴에 따라 쌀을 제외한 99.6% 품목에 대해 5년내(2016년 7월 1일부로) 관세가 철폐돼,
우리기업들의EU 진출이 보다 용이해졌다.
나.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
세율이 적용된다. 덴마크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인 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자리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Code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덴마크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 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
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해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해 적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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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
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
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에는 25%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
는 특별세 (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 2014)
일반특혜관세(GSP) 제도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농수산품, 완제품, 반제품에 대해 비상호주
의적으로 세율을 철폐 또는 인하해 주는 제도로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지난 3년간 하위 또는 중하위로
분류된 국가 제품에 적용된다. GSP는 표준GSP, GSP+, EBA(Everything But Arms) 세 가지로 구분된다.
표준GSP는 세계은행(World Bank) 소득통계를 기초로 지난 3년간 하위 또는 중하위로 분류된 국가에 세율
을 인하해주는 제도이며, GSP+는 발전적 형태의 GSP로 인권, 환경, 거버넌스 개선 등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EBA(Everything but Arms)는 최빈국(LDCs)을 대상으로 하며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표준 GSP와 GSP+ 대상 품목은 동일하며, 전체 품목(tariff line 기준)의 66%에 해당한다. 한국은 GSP 수
혜대상국이 아니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들이 수혜국에 포함돼 있어 간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
2016년 7월 15일 현재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발효된 GSP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EBA 수혜대상국(2014년 이후)
대륙구분

국가명

아프리카
(34개국)

앙골라, 베닌, 부르키나 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코모로스, DR 콩고, 지부티,
적도 기니,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소,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
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르완다, 사오 톰 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레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아시아
(9개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티모르, 예멘

오세아니
아
(5개국)

기리바티, 사모아제도,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캐리비안
(1개국)

아이티

표준 GSP 수혜대상국(2014년 이후)
대륙구분

국가명

아프리카
(9개국)

보츠와나, 카메룬,, 코트 디부아르, 가나, 케냐,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스와힐랜드

아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키르키지스탄, 몰디브,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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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구분

국가명

(12개국)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동
(2개국)

이라크, 시리아,

오세아니
아
(7개국)

피지, 쿡제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니우에, 통가

중남미
(4개국)

콜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필리핀

GSP+ 수혜대상국(2014년 이후)
대륙구분

국가명

아프리카
(1개국)

카보베르데

아시아
(4개국)

아르메니아, 조지아, 몽골, 파키스탄

중남미
(8개국)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혜대상품목의 경우 표준 GSP 수혜품목은 변화가 없으나 HS Code 6자리 기준 15개 품목이 비민감품목
(무관세)으로 HS Code 8자리 기준 4개 품목이 비민감품목으로 전환됐다. GSP+의 경우 HS Code 6자리 기
준 4개품목이 신규 수혜품목으로 추가됐다.
수출입업자 세관등록번호(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EU에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공통의 세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ORI 번호는 EU 회원국 각국 세관이 등록 신청자(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Customer
Code 번호이며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 회원국에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
출입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 관세율 검색 사이트
ㅇ EU 집행위 홈페이지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
ㅇ 한국 관세청 FTA 포탈
www.fta.go.kr/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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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인증제도
가. 개요
덴마크는 EU 국가 중에서도 환경 문제에 예민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물질에 대해서 EU에
서 인정하는 이상의 규제를 도입하려 하는 등 비관세 장벽이 까다롭게 도입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규제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면 EU 중심의 제도 체제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이유로 EU 집행부의 제소 움직임
등 강도 높은 반발이 있어 덴마크 정부도 다소 주춤하고 있다. 특히 인증제도의 경우 EU내 독자적인 강제인
증 도입은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공통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나. 강제인증제도 - CE 마킹
개요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
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
(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마크가 없는 관련제품의 경우, 유통자체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바이어와 상담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거절을 당하는 만큼, EU시장을 공략하려는 경우
CE마크 획득을 선행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인증 발급절차 및 소요기간, 비용 등은 기관 및 대상 품목별로 큰
차이가 있는 바, 개별 기관을 사전에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2009/142/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2006/95/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93/68/EEC

폭발 제품(Pyrotecnic articles)

2007/23/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효율규정

92/42/EEC,93/68/EEC,
2004/8/EC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2006/42/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98/79/EC,
2000/70/EC,2007/47/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93/42/EEC,
93/68/EEC,2007/47/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2009/23/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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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93/68/EEC,
93/95/EEC, 96/56/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2009/105/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 안전(Safety of toys)

88/378/EEC,93/68/eec,
2009/48/EC

여가용 선박

94/25/EC, 2003/44/EC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2004/108/EC

측정기기

2004/22/EC

CE 마킹별 인증내용
ㅇ 저 전압 전기제품(Low voltage equipment, 73/23/EEC, amendement93/68/EEC)
- 인증내용: 사람, 애완동물,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함을 보여주는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음
· 제조자의 자기 적합성 선언, 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인증기관의 로고
- 인증가능기관: EU공인 인증기관 또는 그 외 일반 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저 전압이란 50-1000V AC, 또는 75-1500V, D.C로 일반 전기제품은 거의 전부 저 전압 지
침 대상임.
인증기관의 안전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할 강제성은 없지만 시장경쟁상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함
ㅇ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 2009/105/EC)
- 인증내용: 사람, 애완동물,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는 기본적 안전성 적합성(2009/105/EC
지침
Annex I)
· 용기 자재, 압력을 받는 부품, 용접자재, 용기를 강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부속품(bolts, nuts 등), 압력을
받지 않는 부품, 용기 디자인, 제조과정
- 인증가능기관: EU공인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단순압력용기란 용기 내 압력이 0.5 bar 이상의 공기나 질소를 담은 용접된 용기
(http://eur-lex.europa.eu 참조)
ㅇ 장난감(Toy Safety Directive 2009/48/EC)
- 인증내용: 장난감의 안전규격 적합성(Mechanical& Physical Hazards, Flammability, Toxicity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Experimental sets for chemistry, Chemical Toys, Graphical Symbol for Age
Warning,
Electrical properties), 제조자는 자기 적합성 선언서와 동시에 이를 입증하는 기술서(Technical Files) 마련
- 인증가능기관: 일반 인증기관, 단 제조자가 장난감 안전규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회원국 시장감시당국
은 EU공인인증기관에 의한 적합성 시험을 요구할 수 있음.
- 링크 등 비고: 위험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장난감은 대부분의 경우 판매자에 의해 시장에서 철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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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기전자제품(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2004/108/EC)
- 인증내용: 제조자는 2009/48/EC지침을 준수, 전지전자제품이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radio 또는
telecommunication 기기 및 여타 기기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조됨을 선언하고(선언서 마련) 이를입
증하는 기술서 마련
- 인증가능기관: 일반 인증기관, 단, EU공인인증기관에 특별한 기본적 적합성 요구사항의 인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인증 획득한 사항을 기술서에 기재할 수 있음
- 링크 등 비고: 회원국 당국은 적합성 미 준수 또는 미달, 허위선언 제품을 시장에서 철 수 할 수 있음
ㅇ 기계(Machinery Directive 2006/42/EC)
- 인증내용: 기계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다자인, 제조돼야 함(인증 내용은 기계지침
2006/42/EC
Annex I 참조), 제조자는 기계지침을 준수함을 선언하고 이를 입증하는 기술서 마련
- 인증가능기관: 일반인증기관, 단, EU 규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NON EU규격에 의해 제조된 기계의 경우에
는
EU공인인증기관에 의해 EC Type Examination을 받아야 함. 또한 Full quality assurance procedure에 대
한 인증을 받으려면 EU공인인증기관에서 받아야 함
- 링크 등 비고: 건강과 안전에 위험한 것으로 평가된 기계는 판매철수, 판매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ㅇ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rective,89/686/EEC)
- 인증내용
· 카테고리 I(단순 디자인 제품): 제조자는 89/686/EEC 지침을 준수해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하지 않
도록
제조했음을 자기 선언하고 기술서 마련.
· 카테고리 II(단순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은 제품): EU공인인증기관의 EC Type Examination을 받은 후 적합
성 선언
· 카테고리 III(복잡한 디자인제품) : EU공인인증기관의 EC Type Examination과 Quality Assurance
procedure
의 인증을 받은 후 인증번호와 함께 CE 마킹 부착
- 인증가능기관: 일반인증기관, 단, EC Type Examination, Quality Assurance Procedure이 필요한 제품
경우에는 EU 공인인증기관에 의해 시험검사를 받아야 함
- 링크 등 비고: EU회원국 당국은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한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
음.
상품 카테고리정보는 하기 사이트 참조.
ㅇ 비자동저울 (No automatic weighing instrument, 2009/23/EC)눈금식 저울 또는 비눈금식 저울,지
시저울, 반지시저울, 수동 저울 포함
- 인증내용: EU공인인증기관에 의한 EC형식승인 획득 후 CE마킹 부착(CE마킹과 더불어 인증번호기재)
- EU규격 : EN45501
- 인증내용: 2009/23/EE 지침 Anex I 참조 : 디자인, 생산품질, 제품검증, 단위검증
- 인증가능기관: EU 공인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http://www.welme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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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체삽입용 의료기기(Active impla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지침)
- 인증내용: EU공인인증기관에 의한 EC형식승인 획득 후 CE마킹부착, 인증기관의 인증번호 기재
- 인증내용(90/385/EEC/ 지침 Annex I 참조: 디자인, 생산품질, 품질검증, 사후품질검증
- 인증가능기관: EU공인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http://ec.europa.eu/health/medical-devices/index_en.htm
ㅇ 가스장비(2009/142/EC)
- 인증내용: EU공인인증기관에 의한 EU형식승인 획득 후 CE마킹부착, 인증기관의 인증번호 기재
- 인증내용(2009/142/EC 지침 Annex I 참조 : 디자인, 생산품질, 품질검증, 사후품질검증
- 인증가능기관: EU공인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pressure-andgas/documents/gad/index_en.htm
ㅇ 보일러 열 효율성(Hot Water boilerS에 대한 열 효율성 관련 지침 92/42/EEC)
- 인증내용: 제조자 자기 선언
- 인증가능기관: EU공인 또는 비 공인 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단, 가스보일러의 경우에는 보일러 효율성 지침 규정 외 가스장비의 기본적 요구사항을 충족
시켜야
하고 이를 EU공인인증기관의 검사를 통해 인증 받아야 함
ㅇ 민간용 폭발물(관련 지침 93/15/EEC)
- 인증내용: EU공인인증기관에 의한 EC형식시험, EC검증, 제품품질 보증검사에 따른 승인 획득 후 CE마킹
부착
(CE 마킹과 더불어 인증번호기재)
- 인증가능기관: EU공인 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chemicals/documents/specific-chemicals/
explosives/
ㅇ 의료기기(관련지침 93/42/EEC)
- 인증내용: 의료기기 카테고리에 따라 EU공인인증기관에 의한 EC형식시험, 제품품질 보증검사에 따른 승
인 획득
후 CE마킹 부착(CE마킹과 더불어 인증번호기재)
- 인증가능기관: EU공인 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http://ec.europa.eu/health/medical-devices/index_en.htm
ㅇ 방폭(atex)기기 및 부분품
- 인증내용: EU공인인증기관에 의한 EC형식시험, 생산절차 품질, 제품품질 검사를 받아 승인 획득 후 CE마
킹 부착
(CE 마킹과 더불어 인증번호기재)
- 관련지침: 94/9/EC
- 인증가능기관: EU공인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mechanical/atex/index_e 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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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람선(2.5~24m)
- 인증내용: 인증기관에 의한 선박 디자인과 건설의 안전과 배출가스 및 소음 규격의 적합성 인증
- 관련지침: 94/25/EC, 2003/44/EC
- 인증가능기관: EU공인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maritime/docume nts/recreat ional-craft/
ㅇ 승강기
- 인증내용: EC형식시험을 받고 적합성 인정 후 CE마킹 부착
- 관련 지침: 95/16/EC
- 인증가능기관: EU공인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mechanical/documents/legislation/lifts/index_en.htm
ㅇ 가정용 냉장/냉동고
- 인증내용: 96/57/EC에 의거, 제조자는 에너지 효율, 저 전압 지침 및 EMC지침, 에코디자인의 적합성 선
언
- 인증가능기관: 제조자 선언 또는 여타 인증기관의 검사 받은 후 적합성 선언
ㅇ 압력용기
- 인증내용
· -50-200 bar.L의 단순압력용기는 인증기관의 인증이 요구되지 않음
· 200-3000 bar.L의 압력용기는 CE마크 옆에 인증기관의 인증번호가 기재돼야 함.
· 가스연소기기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는 EU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링크 등 비고: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pressure-andgas/documents/gad/index_en.htm
ㅇ 통신단말기기
- 인증내용: EU공인인증기관의 EC형식시험검사를 받고 승인 후 CE마킹 부착
- 인증가능기관: EU공인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rtte/files/en98-13_en.pdf
ㅇ In vitro diagnostic equipment
- 인증내용: 일반 카테고리의 제품은 제조자의 자기 선언과 함께 CE마킹 부착, 공인기관의 인증과 함께 CE
마크 부착
- 인증가능기관: 자기 선언 또는 제3 인증기관의 시험 검사를 받을 수 있음, EU공인 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http://www.imb.ie/EN/Publications/Publications/Guide-for-Manufacturers-ofGeneral-Class-Invitro-Diagnostic-Medical-Devices.aspx?page=1&year=0&c
ategoryid=49&letter=G&q=)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 999L0005:EN:HTML)
ㅇ 라디오/통신단말기기
- 인증내용: 공인기관의 인증과 함께 CE 마크 부착
- 인증가능기관: EU공인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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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등 비고: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 i=CELEX:3199
9L0005:EN:HTML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ㅇ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 해야 한다.
ㅇ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일반 제품 안전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 (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 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ㅇ 환경 규격
2000/14/EC 지침에 의거해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임의인증 1 -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3년 12월 말 기준 12개 대 품목군 - 51개 소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돼 있다.
에코라벨 대상 품목
-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 세제, 세탁세제, 비누/샴푸/헤어 컨디셔너)
- 의류(섬유 제품, 신발)
-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 전자제품(PC, 노트북, TV)
- 바닥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 가구(목재가구)
-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 가정용기기(전구, heat pump)
- Lubricants
-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 종이제품(복사용지와 그래픽용지, 티슈페이퍼)
-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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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라벨 기준 제정 중인 품목
- 건물
- Ecolabel-EuP project
- 노트북(laptops), 데스크탑 컴퓨터(desktops), 조명(lighting), 세탁기(washing machines), 냉장고
(refrigerators)
- Imaging equipment(복사기, 팩스,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 등)
- 인쇄된 종이(Printed paper)
- 변기(Toilets)
- 수도꼭지 및 샤워 꼭지(Taps and showerheads)
- 난방기(Heating systems)
- 세탁용 세제, 식기 세척용 세제 및 전문용 세제 (Laundry detergents, Detergents for dishwashers
forprofessional use)
- 신문용지(Newsprint)
다. 임의인증 2 -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
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편 GEEA의 에너지라벨제도 역시 적용되고 있
다.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란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GEEA의 에너
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 19개 품목으로 GEEA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 Switzerland :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SFOE)
- Denmark : The Danish Energy Authority(DEA)
- Netherlands :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SenterNOVEM)
-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dena) /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GED)
준회원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STEM)
-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E.V.A.)
-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Ad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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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개요
-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G까지 Energy 효율 등급 라벨 표
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
대상 품목
- 라벨 표시: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10품목)
- 최저 효율: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 안정기 등(5품목)
시행 기관
- EU위원회(EU Commission)
근거 법령
- 에너지 라벨링 지침(Council directive/ 92/75/ EEC, 1992)
GEEA
개요
- 스위스, 독일 등 유럽 9개국이 운영하는 대기 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 제품 보급 프로그램이며 Energy라벨 사용
대상 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19품목)
Energy 2000
개요
- 대기 전력 절감형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 적 프로그램
GEEA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같은 Energy 라벨 사용
대상 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등(15품목)
시행 기관
- 스위스 에너지부(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63 / 160

덴마크 국가정보

7. 지식재산권
가. 개요
덴마크는 EU 차원에서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EU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
는 주체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돼있는 제
3의 기관인 유럽특허청이 그것이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에 있어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각 회원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동시에 여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정책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차원 에서 통일된 제도의 경
우에도 자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를 병행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분류

보호대상

저작권

문학, 학술, 예술적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저작인접권

실연자(연주자, 배우, 댄서 등),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

특허권

새로운 기술제품·기술공정의 발명

상표권

기업가의 재화를 구별하기 위한 기호(sign)로, 보통 글자 혹은 그림의 형태를 띔

디자인권

제품의 2차원 혹은 3차원 외관 형상

나. 특허권
덴마크는 Patent Co-operation Treaty(1970), European Patent Convention(EPC), 그리고 London
Protocol의 영향 하에 있다. 따라서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유럽특허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시 덴
마크 또는 다른 국가를 출원인이 지정할 수 있다. 또는 덴마크 특허청(Danish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다. 덴마크 특허청은 유럽특허청의 특허 인정 선례를 최대한 따르는 방향으
로 특허 인정 절차를 운영한다. 덴마크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신청하면, 신청일자로부터 6~10개월 이내 출
원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된다. 이때부터 신청인은 국제 특허출원(PCT, EP, 타국 특허출원) 신청이 가능
해진다. 동 신청은 덴마크에 특허출원을 신청한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특허신청부터 출원까지는 대략 3년이 소요되지만 사안에 따라 빨리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특허신청비용은
3,000 DKK 이다. (10개 이상의 특허를 동시에 출원신청할 경우, 10개 초과 분에 대해 개당 300 DKK 납부)
특허신청일로부터 20년간 효력이 유지되며(사실상 15~17년 효력), 연장은 불가능하다. 2012년도 6월29
일자로 EU Committee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외한 EU 25개 회원국들의 합의 아래 유럽통일특허제도
(Unified Patent System)를 통과시켰다. EU Committee는 2014년 4월부터 공식 출범했다. 이전에는 각
국이 직접 유럽특허행정시스템인 EPO(European Patent Administration System)에 등록하고 번역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 이후에는 EPO 자체에서 영어, 독어, 불어 등 3개국 언어로 번역해 공표하며
이것이 EU 25개국에서 통일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전에는 개별국 특허소송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통일된 법원에서 특허관련 소송을 다루고 있다.
다. 상표권
덴마크는 EU 집행위원회의 고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덴마크 자체 상표권 협약도 EU 집행위원회 고시와 매우
유사하다. 덴마크를 포함해 EU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각 개별국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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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보호 담당관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소위, 국별 상표권이다. 덴마크 특허청
에 신청서를 보내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는데, 2,350 DKK + 등록된 클래스 별로 600 DKK를 지불하면 된다.
특허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 영어로 신청 가능하지만, 등록 대상 제품 및
서비스 리스트는 덴마크어로 작성해 유첨해야 한다.
외국인이 등록 신청시, 덴마크 내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나, 해당 부처에서 요청)
10년간 효력이 발휘되며, 만료 6개월 전후 요청시 추가로 1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신규 등록비와 동일한
갱신 비용 부담) 두 번째 방법은 유럽공동체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유럽공동체상표이다.
공동체 상표제도는 회원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해, 기존의 국가별 등록제도와 공존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표장은 문자, 도형
등은 물론이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인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동작상표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
체 상표에 대해서는 EU회원 국내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갱
신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권이 5년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은 소멸된다. 공동체상표 출원은 공동체
상표청, 회원국의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을 통해 출원이 가능하며 EU 회원국 언어로 출원하되, 공동
체 상표청 공식언어인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지정해야 한다.
라. 디자인
EU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공동체 디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EU
Directive 98/71). 공동체 상표청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동체 디자인은 물품 자체의 선, 윤곽, 색체, 형상,
질감, 재질 및 장식의 특징 등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동체 디자인에 대한 EU 규제법 (No.6/2002)
또한 덴마크에서도 적용되며,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 모두를 포함해 적용된다. 2001년 10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디자인은 아직도 이전의 Designs Act 의 규제를 받는다. 보호기간은 등록 디자인 이 출원일로
부터 5년간 단위로 연장해 최장 25년까지 보호된다. 공동체 디자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무단 복사로
부터 3년간 보호가 된다.
마. 저작권
EU는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의 저작권을 작가의 사후, 또는 저작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 일반대중이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음해부터 7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 및 시청각 작품도 감
독 등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도록 규정했다. 음반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음반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간이며 카탈로그와 데이터베이스는 그 보호 기간이 15년이다.
저작자에 대한 재 판매권도 보호돼 판매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 판매가격에 대한 재 판매권 부과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 재 판매권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7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역시 저작자 사후 또는 최초 공개된 이후 70년간 보호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이 보호
가 되지만 알고리즘은 저작권 보호 범위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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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관절차 및 운송
가. 통관
통관 절차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 당국은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 하는 수입 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된 제반 법 규정을 충족 했는지 확인해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
한다. 일반적으로 통관 절차는 수입 신고(입항 전 또는 직후 모두 가능) → 입항 → 하선 → 물품 보세 구역 반
입 → 장치 확인 → 심사 → 물품 검사 → 세금 납부의 순이다.
EU 국가 이외에서 제품이 수입돼 덴마크 국경에 도착할 경우 운송업자는 이를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수입업
자는 제품, 원산지, 수량 등이 명기된 수입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련 서류를 문서 상
으로 처리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EU 세관은 안전강화와 목표서류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입물품 신고
의 전자처리를 의무화했다. 개정된 통관지침에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통관 사실의 신고 및 통관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는 세관이 물품에 관한 정보를 숙지가능하고 추적 가능한 상태에서 집중적
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물품이 세관 도착 시, 전자 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세관에서 바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위험조사가 그 당시에 이루어지기에 시간의 지연을 의미한다.
통관 신고자가 이 전자세관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경우 시스템 상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통관 신고서를 직
접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이와 동시에 부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류 제출 의무도 사라진다. 수입 업자가 세
관 당국에 등록이 돼 있다면 자신이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해 즉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
할 수 있으며, 관세 등 세금 납부는 그 다음달 16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반면 등록된 수입업자가 아닐 경
우에는 통관 시 이를 납부해야 제품을 인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 등 세금 납부가 간편해지고 있다.
ㅇ 세관 연락처
기관명: Toldcenter Copenhagen
주소: Snorregadesgade 15, DK-2300 Copenhagen S.
Tel: (+45) 3288 7300, Fax: (+45) 3295 1874
Web: www.skat.dk
물품 검사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최근 전자 상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세관은 물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물품 검사 요원들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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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시 장기 적체 화물처리 절차
처리 단계

구체적 내용

입항 및 하역

입항 시 하역을 하는 것

아무도
화물을 찾지 아무도 화물을 찾아가지 않을 시엔 선사가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함
않을 시

소요기간

하역 후 며
칠후

처리과정이 며칠 이상 소요될 경우 화물은 국경에 위치한 임시보관소(MIG)에 보관 하역 후
국경에서 일
됨. 비행기나 선박으로 국경에 도착 후 도착 신고를 한 사람이 일시보관 신청 접수도 14일까지
시적 보관
할 수 있음. 14일까지 보관 가능
임시 보관
국경에서 일
시적 보관 14일 후에도 행선지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 가능성이 있음.
(연장 가능)

하역 후
14일
경과시

화물이 일시 보관 중일 때 운송회사나 항공사는 수취인과 발송자 둘 다에게 연락을
국경에서 일
취해 화물의 행선지를 파악함. 둘 다 화물을 원치 않을 때, 운송회사는 화물의 법적
시 보관 후
주인을 파악하고 당사자에게 배송
국제상업조건이 적용됨. FOB (Free on Board)로 보낼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배에
화물이 위치한 이상 수취인이 화물의 주인이 됨. 이 경우 수취인이 교통비와 배송비
도 부담함. 이 경우에는 수취인이 화물의 법적 주인이 됨. CIF (Cost insurance
일시보관
화물의 법적
Freight)의 경우 화물이 통관항에 도착할 때까지 배송비에 대한 책임이 있음. 이 경
기간 중
주인 확인
우에 화물의 법적 주인은 발송인이 됨. 이 방법은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
법이지만, 덜 이용되는 다른 가능성들도 있음. (http://www.incoterms2010.dk/
참고)
일시 보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정이 내려져야 함. 이후에는 법적 주인에게 화물에
법적 주인이 대한 책임을 묻게 됨. 수취인이 주인이 될 경우, 수취인은 화물을 통관항으로부터 찾 일시보관
화물 처리 아가야 할 책임이 있음. 발송자가 법적 주인일 경우, 화물은 발송자에게 반송될 것이
후
고, 이 때 배송비는 발송자가 지불함.

경매 불가

덴마크에서는 한국의 경우과 같이 장기적체 화물을 공경매에 붙이는 경우는 없음.
덴마크 세관은 항상 법적 주인을 찾아서 화물처리
자료원: 세관, Maersk 등 선사 인터뷰

나. 운송
국제 공항
ㅇ KASTRUP
코펜하겐 남쪽 10Km지점에 위치한 국제 공항으로 메트로나 택시 이용 시 15분 정도면 도심에 진입 할 수
있다. 1999년 초에 공항 증축이 완료돼 북구 최대의 허브 공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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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BILLUND
JUTLAND반도 남쪽에 위치한 국제 공항으로 인근에 조립식 완구로 유명한 LEGOLAND가 위치하고 있다.
ㅇ AARHUS
제 2대 도시인 AARHUS 외곽에 위치한 공항으로 택시 이용 시 도심까지 40분 정도 소요 된다.
국제 항구
국제 항구: COPENHAGEN, AARHUS, ESBJERG, HELSINGOER, FREDERIKSHAVN
북구와 교역 항구: COPENHAGEN, HELSINGEOR, AARHUS, FREDERIKSHAVN
영국과의 교역 항구: ESBJERG
한국과의 운송
ㅇ 주로 이용되는 항구
한국과 운송 시 이용되는 덴마크 항구로는 COPENHAGEN, AARHUS가 많이 이용되며, 네덜란드의 로테르
담, 독일 함부르크 등의 항구를 이용해 육상으로 덴마크까지 운송되는 경우도 있다.
ㅇ 컨테이너 비용(2015년 12월 말 기준)
COPENHAGEN항구에서 부산항구, AARHUS 항구에서 부산항구까지 컨테이너 비용은 동일 하며, 비용은
아래와 같다. 이 비용은 항구에서 항구까지만을 계산한 것이며, 여기에 핸들링 비용, 운송 비용 등이 약 600
달러 정도가 추가된다.
덴마크 주요 항구에서 부산항까지의 컨테이너 비용
(단위: US 달러)
구분

20 피트 컨테이너

40 피트 컨테이너

Ocean Freight
(BAF, CAF 포함)

825

1,490

주: 상기 수치는 매주마다 변동하며 EU Regulation에 따른 가격 (2016년 7월 15일 기준)
자료원: Green Carrier Freight Services Denmark
ㅇ 덴마크에서 한국까지의 컨테이너 운송 기간: 약 45일
다. 운송 에이전트
Modul Transport A/S
주소: Avedøreholmen 46, DK-2650 Hvidovre
Tel: (+45) 4342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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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45) 4342 6658
E-mail: lj@modultransport.dk
Web: www.modultransport.dk
담당자: Mr. Lasse Jensen(Managing Director)
NTN Denmark A/S
주소: Turbinevej 11, DK-2730 Herlev
Tel: (+45) 4488 1020
Fax: (+45) 4488 1021
Web: www.n-t-n.dk
담당자: Mr. Jan Carstens
Green Carrier Freight Services Denmark
주소: Klamsagervej 19B 2nd floor, DK-8230 Aabyhoej
Tel : (+45) 86 76 70 40
E-mail: louise.lauridsen@greencarrier.dk
Web: www.greencarrier.dk/freightservices
담당자: Ms. Louise Lauridsen, Manager

9. 수출유망 품목
아래 제품에 대한 수출이 유망하다.
품목명

친환경 유아용품(완구류/주방용품/화장품)

HS코드

950300, 392410,340119, 330499

수입관세율(%)
0
*한-EU FTA 수혜
선정사유

- 일체의 화학용품이나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는 제품만을 구입하는 부모 증가세
-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 보다 높아지면서 친환경 및 오가닉 제품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

시장동향

-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프리미엄 제품(친환경 +오가닉 제품)이
전체 유아용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0.9%에서 2019년에는 1.9%에
달할 것으로 예측

경쟁동향

- 대부분의 친환경 유아용품은 타 유럽국가 및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
- 유럽산을 고집하는 바이어는 품질 체크를 위해 생산시설이 인근지역에 있는 것을 선호

진출방안

- 현지 바이어들에 따르면, 한국 제품은 품질 자체는 우수하나 유럽에서는 통하지 않는
패키징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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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제품이 글자와 그림이 많아 실제 제 품은 거의 보기 힘든 경우가 많아
유럽형으로 패키징을 변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패키징에 따라 고가로 팔릴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수용 패키징 그대로
팔면 저가 제품으로 인식 불가피
- 한편 한국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옥수수 전분 제품의 경우 덴마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식기 세척기에 넣을 경우 변형의 위험이 커져, 판매가 쉽지 않음
- 아울러, 작동법 설명이 어려운 경우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려놓는 것도 한 방법

품목명
HS코드

경보장치(침입자, 연기, 화재, 가스누스 감지)
853110

수입관세율(%) 0
*한-EU FTA 수혜
- 덴마크, 유럽 내 빈집털이 1위 국가 오명
- 살인이나 폭력과 같은 강력 범죄를 포함해 전반적인 범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최근 들어 덴마크에서는 빈집털이가 극성
※ 인구 대비 덴마크의 빈집털이 횟수는 유럽 내 단연 최고
(국민 100명 중 1명 이상이 빈집털이를 경험)

선정사유

-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하다고 믿고 살아, 보안의식이 취약함에 따라 빈집털이 위험에 노출
- 대부분 가정이 도어락이나 창문 창살, 울타리, 경보 등을 사용하지 않음
- 또한 현지 경찰도 도난당한 제품의 가치가 10만 크로네(15,000 달러 내외)를
넘지 않으면, 용의자를 추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 경보장치 찾는 소비자 증가세 범죄예방위원회(Crime Prevention Council)에 따르면,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최근 들어 덴마크 가구 내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사례가 급
증※ 덴마크 보안업계 추산에 따르면, 매년 20,000~25,000 개씩 판매 증가
- 시청률이 높은 "Stop Thief"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빈집털이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된 것도 경보장치 판매 증가에 일조

시장동향

보안제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덴마크 특성상 수입통계를 보면,
판매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2012~2014년 3년 사이 수입량이 급증
(2012년 대비 2014년 수입액이 52%나 증가)

경쟁동향

- 저가 중국산 제품보다 영국 등 유럽으로부터의 제품이 강세 → 시장이 양극화
- 스웨덴은 웨어하우스로서의 기능이 커 스웨덴을 거쳐 중국 등 아시아산 제품이 많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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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 한국으로부터의 직수입은 없는 것으로 파악

진출방안

- 덴마크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경보장치의 대부분은 침입자를 감지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연기 및 화재 감지, 가스 누수 감지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보유
- 단순 기능의 제품은 중국산과 경쟁이 불가한 바, 복합기능으로 승부수를 띄울 필요
- CE 마크, DBI(Danish Institute of Fire and Security Technology) 인증 획득 필수

품목명

로봇청소기

HS코드

850811

수입관세율(%)
*한-EU FTA 수혜 0

선정사유

- 청소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로봇 청소기 구매 증가
- 덴마크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로봇청소기를 보유한 가구 증가세
※ 2015년 로봇청소기 보유 가구 수는 243,000개에 달해, 2012년 대비 41%나 증가
한 것으로 조사(10가구 당 1개의 로봇 청소기 보유)

시장동향

- 시정부에서 로봇 청소기를 일괄 구매해, 시정부 내 사용을 장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홈케어 (돌보미) 지원을 받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수요도
다대할 전망
- 로봇청소기를 사용하는 시정부 비율은 올해 하반기 9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KL)
- 돌보미 청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가구에 대한 보급 확대 추진
※ 일부 시의 경우 노인 가구에 대해 무상으로 로봇 청소기를 시범 제공한 후,
사용에 만족할 경우 이를 영구적으로 소유하도록 지원

경쟁동향

진출방안

품목명

- IRobot 등 유명 브랜드가 OEM으로 중국에서 생산해 수출, 우리나라는 삼성, LG
뿐만 아니라 유진로봇(Iclebo) 등 중견 기업이 한국, 중국 등에서 제품을 생산 수출해
인기리에 판매 중
- 청소용이성(코너 청소 필수), 사용 편의, 내구성, 낮은 소음, 합리적인 가격이 매우 중요
- 시정부의 로봇 청소기 조달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 대상 집중적인 마케팅
필요
- 다만, 덴마크 조달시장의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의 단독 수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지 유력 벤더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간접 조달 방안
검토 필요

해상풍력 발전기 자재(철구조물, 풍력타워, 해저케이블, 에폭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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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730890, 730820, 732599, 390730

수입관세율(%)
0
*한-EU FTA 수
혜
- 2012년 에너지 합의안(2012 Energy Agreement)에 따라, 2020년까지 풍력을 통한
전력 소비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기업 활동을 정책적으로 뒷받침(2014년
39.15% 기록) → 1,500 MW 오프쇼어 풍력발전 설치 추진계획 명시
- 특히, 온쇼어 보다 오프쇼어 프로젝트에 대해 더 우호적인 발전차액 (Feed in Tariff)를
제공함으로써 오프쇼어 프로젝트를 장려함에 따라 오프쇼어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
※ (온쇼어) DKK 0.25/kWh, (오프쇼어) 입찰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가장 최근 Vattenfall
이
선정사유 및 시장
수주한 Horns Rev 3 프로젝트의 경우 발전차액을 DKK 0.77/kWh만 제공
동향
- 오프쇼어 풍력발전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설치 확산을 위한 비용 절감으로, 이를 위해
표준화 및 전략적인 서플라이 체인 정비에 촉각
- 프로젝트 컨소시엄 구성시 한국기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양국 기업 간 협력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작용 기대
- 일부 주요 기자재(해저케이블, 파운데이션 등)의 경우 경쟁을 부추겨 독과점 공급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역외산 제품 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 우리 기업이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
- 파운데이션, 해저케이블 등 주요 기자재의 경우, 독과점 공급시장

경쟁동향

- 파운데이션 공급업체별 유럽시장 점유율(2014):
Bladt(43.7%), Sif(24.9%), EEW(17.9%), Smulders(11%), Aker Verdal AS(1.6%),
Slag(0.9%)
- 케이블 공급업체별 유럽시장 점유율(2014) :
Prysmian(51.4%), NKT(25.7%), JDR(5.7%), LS전선(5.7%), Nexans(5.7%),
Parker Scanrope(5.7%)

품목명

재활용운동기기

HS코드

901910, 950691

수입관세율(%) 0
-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요양원 등을 비롯한 기관 수요, 개인용 수요 증가세
선정사유 및 시장 (덴마크 노인 협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5% 미만이던 60세 이상 인구 비율
동향
이
2050 년에는 30%에 달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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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덴마크 정부에서 예산 절감을 강조하고 나서,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납품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면서 국내제품 진출 가능성 제고
경쟁동향
진출방안

- 대부분의 유럽산 제품
- 개별 제품별 관련 규정 및 필요 인증(CE, RoHS) 획득은 시장 진출 이전 선결과제
- 유럽 내 관련 전시회 참가를 통해, 자사 제품을 꾸준히 홍보하는 것이 중요

품목명

LED 조명

HS코드

940560

수입관세율(%) 0
선정사유

시장동향

경쟁동향

진출방안

- 지속가능한 품목의 하나로 LED 조명의 판매가 강세
(2014년 IKEA 전체 조명 판매 중 LED 조명이 75%)
- 가정용 LED 전구 사용 보편화(전기세 절감 및 대형 유통망 내 LED 전구 판매 확대)
- IKEA는 2016년부터 LED 조명만 판매 계획
- 가로등 및 축구장 조명 교체 프로젝트 확산
- 덴마크 내 약 50만개를 교체하는 데 50억 크로네(미화 7.7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으로,
코펜하겐 내에서만 2만개 조명 업그레이드 추진
- 2014-2015년 기간 중에는 1부리그, 2016~2017년 기간 중에는 2부 리그 축구장 조
명을
LED로 교체할 것을 의무화
- Phillips, OSRAM, Bridgelux 등이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시장을 주도
(중국에서 OEM 생산을 통해 수입해 오는 비중이 높음)
- 현지 LED 조명 디자이너 및 유력 벤더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간접적인 납품 방안 모
색

품목명

화장품

HS코드

330499

수입관세율(%) 0
선정사유

- 품질 대비 가격이 우수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최근 젊은 여성 소비계층을 중심으로
관심 증가

시장동향

- 덴마크 화장품 시장규모는 2.8억 유로(2013년, SPT)
- 12~25세 여성은 아시아 팝 문화 및 패션에 관심이 많고, 동물 대상 테스트를 하지 않은
제품 구매(연간 200~600 유로 구매)
- 26~60세 여성은 하이퀄리티 제품을 주로 구매 (연간 900~1,200 유로 구매)
- 15~40세 내외의 젊은 남성은 하이퀄리티 헤어, 스킨케어, 면도 제품에 관심이 많으며
지출 비용도 증가추세(연간 1,000 유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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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동향

진출방안

- 4대 글로벌 브랜드(시세이도, 엘리자베스아덴, 에스티로더, 클리닉)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편
- EU CPNP 등록 등 관련 인증 획득 선결
- 덴마크 화장품 협회※에 등재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마케팅
※ http://www.dkfnet.dk/leverandrer
- 초기 소량 주문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10. 시장 특성
가. 시장 규모
덴마크는 전체 인구가 약 564만명(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시장의 절대적인 규모는 작은 편이다. 그러나,
덴마크는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하나의 거대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덴마크의 수입 규모는 2014년 992억 달러에서 2015년 857억 달러로 소폭 감소했으나, 현지화 크로네 기
준으로는 수입금액이 소폭으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입금액을 달러화로
표시하면 금액이 감소한 것처럼 보임.) 덴마크는 비교 열위에 있는 상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고
부가가치의 고가품 생산에 주력해 화학, 의약, 측정 장비, 디자인, 가구, 오디오, 건설 기술, 발효 기술, 시멘
트공장 설비, 조립식 완구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 시장 특성
덴마크는 1인당 GDP가 2015년 기준 약 52,114 달러에 이르는 고소득 국가로 의류, 전기. 전자제품, 신변
용품 등은 고급 브랜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율의 세금 부담으로 인해 저가의 생활 용품
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 소비자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환
경 보호 제품, 유기농 제품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수 여부 또한 구매 결정 시 중요
한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덴마크인들은 세련된 디자인, 최신 유행 스타일에 예민한 편이다.
덴마크는 대표적인 소량 다품종 시장이다. 덴마크는 인구 규모가 작아, 전체 무역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대량 생산보다는 다양한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산업구조가 형성돼있다. 반면 일반 소비 제품의 경우 대형 체
인점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가전 제품, 생활용품, 안경 등 일반 소비재의 경우 소수의 대형 체인점이
영향력을 가지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상거래 형태는 매우 보수적이다. 처음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나, 일
단 거래 관계를 형성하면 쉽게 거래선을 바꾸려 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많은 덴마크 바이어들
은 처음 수입 결정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테스트와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최초 상담에서 첫 번째 거래가
이루어 지기까지 보통 1년 가까이 소요된다. 테스트 결과에 만족하면 보통 덴마크나, 더 넓게 스칸디나비아
지역(스웨덴, 노르웨이 등 포함)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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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일부 소규모 바이어의 경우에는 첫 거래시 송금수수료를 수취인 전액 부담(수출업체)으로 하거나
공동부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사전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
다.)
덴마크는 깨끗한 국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이며, 많은 덴마크인들이 환경 문제를 실제적인 문제로 인
식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제품의 시장성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에 따라 친환경, 오가닉 제품
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에 맞춰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친환경제품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선보이는데 열
을 올리고 있다.
(※ Matas에서는 PL 제품 모두에 대해 Swan Eco-Label(친환경제품 인증) 획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수 여부 또한 덴마크에서는 중요한 이슈이다. 덴마크 정부는 공공분야 사업 추진 시 사
회적 책임을 이수한 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2009년부터는 사회적 책임 활동 내역
을 연차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법제화해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제화 덕분에 덴마
크 회사들의 CSR 추진 현황은 다음의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한데, 90% 기업이 2단계에서 3단계로 이동 중인
상황이다.
(1단계) 간신히 법만 준수
(2단계)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부담(extra responsibility)’
(3단계) 경영활동의 핵심전략으로 활용
다. 한국 상품 점유율 및 인지도
한국 상품 중에서 수입 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선박, 자동차, 전기. 전자 품목으로 선박이 63%, 자동차
가10% 내외(직수출은 1.4%에 불과하나, 유럽생산기지에서 수출된 한국브랜드 점유율을 합칠 경우 10%
수준), 핸드폰이 약 30%(직수출보다 스웨덴 등 제 3국 웨어하우스를 거쳐 덴마크로 수출), 평판 TV (모니터
포함)가 약50~60% 수준이다. 이 밖에 일부 특수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들은 아직도 수입 시장 점
유율이 낮은 상황이다. 과거 한국 상품에 대한 평가는 가격과 품질 면에서 중국 등 개도국과 미국, 일본 등 선
진국의 중간 정도라는 인식이 주도적이었으나, 최근 한국산 핸드폰, 평면 TV 등이 최고 제품 반열에 올라서
면서 한국 제품 전체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Samsung 과 LG의 전자제품은 쉽게 눈에 띠며,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다.
라. 유통 구조
규모가 작은 덴마크는 유통 구조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대형 유통 체인이나 매장을 가지고 있는 도매상의
경우 대부분 본인들이 직접 수입을 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 그 밖에 도매상이 수입을 해 소매상에게
공급하고, 소매상이 일반 소비 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3단계 구조가 가장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독점 수입상이 제품을 수입해 딜러에게 공급하고 딜러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최근에는 ‘편리성 + 낮은 가격’을 앞세워 온라인 쇼핑이 우후죽순으로 성장하고 있다.(온라인 유통채널도 자
연스레 확대) 지난 2년간 온라인 쇼핑 매출액은 연간 14~15%씩 성장세를 시현하며, 2014년 기준 전체 소
매매출의 11%를 차지했다. (2009년에는 5%에 불과)
특히 모바일 쇼핑 확산이 온라인 매출 확대를 견인해 나가고 있다. 인터넷 쇼핑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
이2012년 6%에서 2014년에는 17%, 2019년까지는 3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시장조사전문기관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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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는 향후 5년간 인터넷 쇼핑 매출액은 연평균 8%씩 성장해, 2019년에는 전체 소매매출의 16%를 차
지할 것으로 예상, 소매시장에서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이 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
품을 본뒤, 실제 구매는 온라인으로 하는 소비가 확대되고 있어, 오프라인 매장 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기능(in-store expertise)이 강화될 전망이다.

11. 바이어 발굴
가. 각종 협회를 이용하는 방법
덴마크에는 각 제품 또는 산업별 협회가 잘 발달돼 있어 협회를 통해 관련 제품이나 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풍력산업협회 : www.windpower.org/en
에너지협회 : www.danishenergyassociation.dk
디자인협회: www.danishdesignassociation.com
선주협회 : www.shipowners.dk/en
나. 전시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덴마크 바이어들은 독일 등 인근 유럽 국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많이 참관 하는 편이다. 따라서 유럽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참가 기업의 디렉토리를 통해 적합한 거래 업체를 찾는 것이 매우 유용
한 방법이다. 한편, 덴마크에서 개최되는 유명한 전시회로는 코펜하겐 국제 패션전(CIFF), 허닝 산업전 (HI),
허닝 농업박람회(Agromek) 등이 있으며 덴마크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정보는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홈
페이지 (www. kotra.or.kr/kbc/copenhagen) 전시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한 덴마크 최대의 전시
장인 Bella Center 홈페이지(www.bellacentercopenhagen.dk) 내 전시 캘린더를 통해서도 주요 전시회
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인터넷을 통해 덴마크 기업을 발굴하고 거래 알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아래의 두 가지가 있다.
Danex Trade Leads Bulletin(www.danex-exm.dk/bboard.htm)는 전세계 주요 거래 알선 사이트와 연
계돼 있으며 오퍼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Danish Exporters(www.danishex porters.dk)는 덴마크의 수
출업체 리스트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무료기업 DB인 www.krak.dk를 통해서 덴마크 소재 기업에 관련 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다. 또한,
유럽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European Business Directory (www.europages.com) 에는 약 30여 개 유럽
국가들의 업체 정보와 각종 오퍼 정보가 제공되므로 참고해 볼 만하다. 한편 유료사이트로는
KOMPASS(www.kompass.dk), NN Market Data (www.nnmarkedsdata.dk) 등이 있다. 동 DB 사이트
는 원하는 품목 맞춤형 바이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덴마크 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영어로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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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바이어와의 연락
일반적으로 바이어와 연락을 취할 때는 일반 우편, e-mail, 팩스를 이용한다. 팩스의 경우는 종종 담당자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전화는 초기에 담당자를 찾을 때나 연락이 한 두 번 오고 간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는 업체로부터의 전화 연락은 반감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한국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혹은 스팸 메일로 취급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Active X
등 별도의 다운로드를 요하는 메일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hotmail 등 개인 메일보다는 회사 메
일 계정을 통해 메일을 보내는 것이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다. 참고로, hanmail.net의 경우 바이어와 교신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바, 가급적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첨부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3MB 이하로 발송
할 것을 권장하며, 용량이 초과할 경우 공용 서버를 통해 파일을 업로딩해 URL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바이어에게 연락을 취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명확히 하면서, 간결하게 보내는 것이 좋다.
- 연락을 취하는 목적
- 업체 및 제품에 대한 소개: 영문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효과적이며 일반적인 소개나 스팸성 메일 보다는 해
당 업체에 맞춤화된 내용이 필요
- 한국 업체 담당자의 주소, 전화, 팩스 등 연락처
영어에 서툴다고, 구글번역기를 돌려 한글을 영어로 단순 변환해 보내는 것은 금물이다. 바이어는 이를 직감
적으로 알아보며, 상당히 불쾌감을 느껴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코트라가 운영하는 바이코리아
등에 인콰이어리가 게재됐을 때, “Feel free to contact me” 라고 간단하게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어들은 이를 프로답지 못하다고 여겨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회사 소개는 간
략하게 하고, 제품에 대한 주요 포인트를 이메일 본문에 쓰고 자세한 정보는 첨부화일을 참고하라고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상담 시 유의 사항
상담에 들어가서 바로 비즈니스 이야기부터 시작하기보다는 날씨, 덴마크에 대한 인상 등 비즈니스 이외의
가벼운 화제로 분위기를 환기시킨 후 상담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웃음을 잃지 않는 자세가 상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 덴마크 시장 자체는 인구와 규모 면에서 작지만, 지리적, 제도적 이점을 생각 할 때
노르웨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개국을 하나의 상권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 바이어들은 스칸디나
비아 전체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 에이전트권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덴마크를 통해 스칸디나비
아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바이어와의 연락 시에는 구매 수량에 따른 가격 차이 등 일반적인 거래 가격 수준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으며
가격 수준을 처음부터 너무 높게 제시하기 보다는 초기에 상대 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덴마크 바이어들은 처음에 제시된 가격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
이다. 또한 협상을 위한 가격 폭은 10%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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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방법은 신축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초기 거래 때에는 바이어에 대해 신뢰가 부족 하기 때문에 L/C
베이스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뢰가 구축되면 바이어의 입장에서 거래 조건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
요가 있다. L/C 개설에는 은행 수수료가 많이 들고, 목 돈이 잠기기 때문에 L/C 조건의 거래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덴마크 바이어들은 초기에 소량 주문을 통해 시장성 테스트, 품질 및 납기 기한 이행 여부 등 기본
요소들을 점검하고 신뢰가 쌓일 경우 거래 규모를 늘려가기 때문에 초 기의 소량 주문에도 탄력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 구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초기 접촉 → 테스트 및 거래에 대한 협상 단계 → 테스트를 위한 소
량 주문 → 신뢰 구축 단계 → 대량 주문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통상 초기 접촉부터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는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
비즈니스 미팅 시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관심 있게 청취하며 상담 중 바로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
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다. 덴마크에서는 대부분 회사의 사장도 운전을 직접하며, 커피
도 직접 대접하는 등 엄격한 격식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을 대했다가는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한 한국업체는 덴마크 업체와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교신하다 덴마크를 방문했는데, 덴마
크 업체 측에서 공항 영접을 나왔다. 한국 출장자는 공항 영접을 나온 사람의 직위가 낮다고 생각해 함부로
했는데 나중에 상담장에서 보니 공항 영접 나온 사람이 사장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덴마크의 경우 제품이 복잡하지 않고, 물량이 매우 크지 않은 경우는 쌍방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
래 조건만 합의되면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러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할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경
우는 아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독점 판매 지역과 관련해 덴마크 바이어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3개국을 하나의 상권으로
생각하고 스칸디나비아 국가 전체의 독점 에이전트 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 특별
한 바이어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해도 무방하나 가능하면 거래를 일단 한번 해보고 독점권을 줄 것인지를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독점권을 주기로 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바이어가 독점 판매권만 보유하고 마
케팅을 잘못할 경우 다른 좋은 바이어가 나타나도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간 최소
주문 수량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그리고 능력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점 판매 권한의 기한
을 너무 길게 설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1년 정도로 설정하고 만족할 경우 갱신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금 결제, 운송, 품질 조건 등 의무와 권리가 수반되는 조항은 가능한 명확하게 해 나
중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구실을 주지 말아야 한다.
분쟁 해결 조항에서는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 가능한 덴마크 상사 중
재 기관이나 덴마크 법원의 판정을 보다는 대한 상사 중 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국제 상사 중재 원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는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인의 법률 자문을 받아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하는 것
이 좋다.
송금수수료 문제로 거래 초기단계에서부터 바이어와 관계가 틀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 부분도 사전
협의를 통해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덴마크 바이어 중 상당 부분은 덴마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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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대편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13.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농업 기술 전시회(Farmertech)
개최기간: 2016년 1월 19일~2016년 1월 20일
개최장소: Messecenter Herning
전시분야: 목축, 농기계, 에너지 설비
홈페이지: www.farmertech.dk
뉴트리 농업 박람회(Nutrifair 2016)
개최기간: 2016년 1월 20일~2016년 1월 21일
개최장소: Fredericia Messecenter
전시분야: 목축, 농기계
홈페이지: http://www.messec.dk/kalender/2016/nutrifair-2016.html
하수관 박람회 2016(Sewerfair 2016)
개최기간: 2016년 1월 28일~2016년 1월 29일
개최장소: Fredericia Messecenter
전시분야: 하수관 기자재, 솔루션 제품 등
홈페이지: http://www.kloakmessen.dk/kloakmessen-2016.html
코펜하겐 국제 패션 박람회(CIFF)
개최기간: 2016년 2월 3일~2016년 2월 5일
개최장소: Bella Center
전시분야: 의류, 패션, 액세서리, 가죽, 피혁, 모피, 시계, 귀금속, 신발산업
홈페이지: www.ciff.dk
건설 박람회(Construction Fair 2016)
개최기간: 2016년 3월 1일~2016년 3월 4일
개최장소: Fredericia Messecenter
전시분야: 건설기자재
홈페이지: http://byggerimessen.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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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박람회(Foodexpo)
개최기간: 2016년 3월 6일~2016년 3월 8일
개최장소: Messecenter Herning
전시분야: 식품, 음료
홈페이지: www.foodexpo.dk
차량전시회(Transport 2016)
개최기간: 2016년 3월 23일~2016년 3월 26일
개최장소: Messecenter Herning
전시분야: 차량
홈페이지: www.transport-messen.dk
스칸디나비아 치과 기자재 박람회(Scandinavian Dental Fair and Conference 2016)
개최기간: 2016년 4월 28일~2016년 4월 29일
개최장소: Bella Center
전시분야: 치과기자재
홈페이지: www.scandefa.dk
전자기기 박람회(Electricity and engineering 2016)
개최기간: 2016년 5월 10일~2016년 5월 12일
개최장소: Odense Congress Center
전시분야: 전기제품 및 엔지니어링, 솔루션 등
홈페이지: elogteknikmessen.dk
친환경 건축자재 전시회(CLIMA 2016)
개최기간: 2016년 5월 22일~2016년 5월 25일
개최장소: Aalborg Kongres & Kultur Center
전시분야: 건축자재, 인테리어 제품, 에너지 솔루션
홈페이지: www.clima2016.org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Arichitect@work 2016)
개최기간: 2016년 5월 25일~2016년 5월 26일
개최장소: Forum
전시분야: 건축자재, 인테리어 제품
홈페이지: http://www.architectatwork.dk/en/practical-information_52.aspx
오덴세 로봇 박람회(ROBO Business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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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기간: 2016년 6월 1일~2016년 6월 3일
개최장소: Odense Congress Center
전시분야: 로봇, 기계류 등
홈페이지: http://www.robobusiness.eu
코펜하겐 신경과학 포럼(FENS-Forum of Neuroscience)
개최기간: 2016년 7월 2일~2016년 7월 6일
개최장소: Bella Center
전시분야: 신경과학 분야 리서치 및 세미나
홈페이지: http://www.fens.org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라이프스타일 박람회(Northmodern 2016)
개최기간: 2016년 8월 18일~2016년 8월 20일
개최장소: Bella Center
전시분야: 스칸디나비아 가구, 디자인, 라이프스타일 전반
홈페이지: www.northmodern.com
전자전(Electronic Trade Fair)
개최기간: 2016년 9월 10일~2016년 9월 12일
개최장소: Odense Congress Center
전시분야: 전기, 전자제품
홈페이지: http://elektronikmesse.dk
덴마크 자동화 산업 박람회(Automatik 2016)
개최기간: 2016년 9월 13일~2016년 9월 15일
개최장소: Brøndby Hallen
전시분야: 자동화 산업, 유압식 기계, 기력학 기계
홈페이지: http://www.automatikmesse.dk/
수자원 기술 박람회(VandTek 2016)
개최기간: 2016년 9월 20일~2016년 9월 22일
개최장소: Lokomotivværkstedet
전시분야: 수력 하이테크 솔루션, 수생환경 기술 및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vandtek.dk
코펜하겐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박람회(Healthy Lifestyle 2016)
개최기간: 2016년 9월 30일~2016년 10월 2일
개최장소: Øksnehallen
전시분야: 헬스케어, 건강푸드, 영양제 및 신체활동
홈페이지: http://www.sund-livsstil.dk/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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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덴세 디지털 전시회(Digitization Exhibition 16)
개최기간: 2016년 10월(구체적인 일자는 미정)
개최장소: Odense Congress Center
전시분야: 디지털 산업 전반 및 관련 기기 전시
홈페이지: http://www.digitaliseringsmessen.dk
오덴세 건강 혁신 박람회(WHINN-Week of Health and Innovation)
개최기간: 2016년 10월 3일~2016년 10월 7일
개최장소: Odense Congress Center
전시분야: 헬스케어 의료기기와 관련 기술, 솔루션
홈페이지: http://www.whinn.dk
덴마크 창의성 박람회(Creative Days 2016)
개최기간: 2016년 10월 28일~2016년 10월 30일
개최장소: Fredericia Messecenter
전시분야: 창의적인 모든 제품(취미생활 용품, 책, 그림 등)
홈페이지: http://www.kreativedage.dk/
덴마크 식품 박람회(Foodtech 2016)
개최기간: 2016년 11월 1일~2016년 11월 3일
개최장소: Messecenter Herning
전시분야: 유제품, 건강식품 기술, 식품 포장, 제조 산업 및 교육
홈페이지: http://foodtech.dk
코펜하겐 모니터 전시회(MonitorExpo 2016)
개최기간: 2016년 11월 2일~2016년 11월 3일
개최장소: Bella Center
전시분야: 전기, 전자, 디스플레이
홈페이지: http://www.monitorexpo.dk
덴마크 가구 박람회(Furniture Fair 2016)
개최기간: 2016년 11월 2일~2016년 11월 4일
개최장소: DGI-huset Vejle
전시분야: 가구 산업 전반
홈페이지: http://www.mobelmessen.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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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의료기기전(Medical Days)
개최기간: 2016년 11월 9일~2016년 11월 13일
개최장소: Bella Center
전시분야: 실버산업, 의료기기, 약품, 위생
홈페이지: http://www.laeger.dk
덴마크 안전 기술 박람회(SecTech 2016)
개최기간: 2016년 11월 16일~2016년 11월 17일
개최장소: Scandic Copenhagen Hotel
전시분야: 보안, 안전 설비, 기술
홈페이지: http://www.securityworldhotel.com/sectech/dk/index.asp
덴마크 안전 기술 박람회(SecTech 2016)
개최기간: 2016년 11월 16일~2016년 11월 17일
개최장소: Scandic Copenhagen Hotel
전시분야: 보안, 안전 설비, 기술
홈페이지: http://www.securityworldhotel.com/sectech/dk/index.asp
덴마크 농업 기구 박람회(Agromek 2016)
개최기간: 2016년 11월 22일~2016년 11월 25일
개최장소: Messecenter Herning
전시분야: 기계류, 농업 및 축산 공구
홈페이지: http://www.agromek.dk/

14. 수출 성공·실패사례
가. 수출 성공 사례
승마운동기기, 덴마크서 재활 운동기구로 탈바꿈 시도
- 회사명: S사
- 주 업종: 승마용 운동기기 제조 판매
덴마크에서 정부운영 요양원이나 재활기관 등에 전문적으로 기자재를 납품하는 벤더 L사는 일본 승마운동기
구J 브랜드의 수입을 지원해 줄 수 있냐고 무역관에 연락해 왔다. 일본 J 브랜드의 대 유럽수출이 중단됐는데
한국에서는 동 브랜드 제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후, 해당 일본업체 한국지사에서 덴마크
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무역관에서는 한국산으로 수입선을 전환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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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 유사한 국내 제품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CE와 RoHS 인증을 받은 2개
의 제품을 찾아 바이어에게 세부 정보를 제공했다. 기존 일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절반에도 못미쳐
바이어로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을 법했다.
바이어의 반응은 차가웠다. 2011년에 한국으로부터 유사한 제품을 수입한 적이 있었는데, 테스트 결과 너무
엉망이어서 다시는 한국산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국내업체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2011년
도 이후 한국 업계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무엇보다 모터의 구동력이 이전 제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확연히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다. S사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승마운동기구 재활효과 논문을 송부해
줬고, 무역관에서는 이를 바이어에게 전달했다. 무역관에서는 바이어가 마침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재활용
품 전시회에 전시참가업체로 온다는 소식을 입수, 한산한 시간을 틈타 부스를 찾아가 제품 카탈로그를 보여
주면서 한번 만 테스트해볼 것으로 간곡히 요청했다. 무역관 직원이 테스트 해본 후, 제품이 실망스러우면 자
신이 재구매해서 손실이 없게 하겠다고, 한 번 믿고 기회를 달라고 하자 바이어의 마음이 돌아섰다. 샘플 2대
를 테스트 해보고, 괜찮으면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을 정식 주문하겠다고 했다.
샘플 주문에 불과했지만 바이어의 주문은 까다로웠다. 프로그램 및 버튼 등이 모두 영어로 제작돼 있어야 한
다는 점이었다. 정식 주문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내업체로서는 성과가 불투명한 투자였지만 과
감하게 바이어의 주문사항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바이어 수입관세(2.7%) 부담을 줄여주기 위
해, 한-EU FTA 인증 수출자 번호까지 획득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이 소식을 들은 바이어가 감동했음은
물론이다. 2016년 7월 14일 현재, 테스트 샘플이 생산 중에 있으며 8월 중 바이어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테
스트 결과가 좋으면, 정식 첫 주문이 8만 달러 내외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현지 요양원이나 재활기관에
서 우리 승마운동기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뷰티 한류, 덴마크에도 상륙
- 회사명: 닥터라프린
- 주 업종: 화장품 제조
국내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브랜드가 업계 최초로 덴마크 입성에 성공했다. 덴마크 화장품 전문 디스트리뷰터
인The Fab Company는 코펜하겐 무역관을 통해 화장품 인콰이어리를 바이코리아에 게재했다. 이를 보고
닥터라프린의 유통 및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오르컴퍼니는 바이어에게 연락, 6개월간의 까다로운 EU 화장
품 규정 심사※를 거쳐, EU CPNP※※에 닥터라프린 등록을 완료했다.
※ EU Cosmetic Regulation 1223/2009
※※ EU 시장 유통 전 심사 통과제품을 등록하는 포탈(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바이어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재 덴마크 최대 백화점인 Magasin에 납품돼 판매 중이
며, 덴마크를 테스트 마켓으로 해, 북유럽 전역으로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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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sin에서 판매 중인 닥터라프린

자료원: 코펜하겐 무역관 직접 촬영
나. 실패 사례
- 회사명: B사
- 주 업종: 카드단말기 제조
휴대용 카드 단말기 공급업체 B사는 무역관 주최로 개최된 상담회에 참가해 현지에서 소위 잘 나가는 바이어
와 즉석에서 협력관계를 맺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B사는 무역관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한국 돌아간
뒤 전혀F/U을 하지 않았다. 단순 안부 이메일만을 바이어에게 보냈는데, 그마저도 한글을 구글번역기를 돌려
영어로 전환한 것이 화근이었다. 바이어는 무역관에 업체의 진정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결국에는 차선
책으로 필리핀 업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미팅 성
과를 실제 계약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끈질긴 F/U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15. 수출 시 애로사항
가. 일반 애로사항
덴마크는 비즈니스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인 만큼 무역 및 투자 진출 시 제도나 법규상의
애로 사항은 특별히 없다. 다만 문화 및 생활 방식의 차이에 따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덴마크 바이어의 경우 대체적으로 회신이 느리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는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해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일년 휴가가 5~6
주나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바쁘다. 따라서 아주 급하거나 충분히 이득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즉각 회신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끈기 있게 접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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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사람들의 일 처리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대개 느린 편이나 대신 꼼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빠
른 일 처리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이러한 경향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의사 결
정이 상당히 보수적이다. 따라서 한번 거래를 하면 장기간 거래를 할 수 있는 반면 처음 거래하기가 쉽지 않
다. 현재 거래 중인 공급업체보다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한 공급업체 변경에 따른 위험
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초기진출이 쉽지 않다. 최소주문수량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며, 바이어들
이 엄청난 장점이 없는 한 신규로 제품을 구매(투자)하는 것을 꺼려,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특장점을 최대
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일단 손해가 나지 않는 선에서, 초기물량은 바이어가 원하는 대로 맞춰 주되, 판매
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면 수출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지
A/S가 취약한 것도 국내 중소기업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진출 초기 단계부터 현지 A/S 협력사
를 선정해 바이어에게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덴마크에서는 무역사기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이메일 해킹 등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
출 필요가 있다. 일례로 플라스틱 백을 제조하는 K사는 오랜 기간 거래해오던 덴마크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
을 받지 못했다. 해커가 K사 해외 영업 담당자 이메일을 해킹해 일명 ‘거간꾼(middleman)’ 노릇을 하며 국내
업체와 덴마크 바이어 N사간 이메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덴마크 바이어 N사는 항상 수출대금의 50%를
선불로 지급하고, 잔금은 물건 도착후 지불해 왔다. 송금 단계에서 바이어는 k.naver@abc.com(예시)의 발
신자로부터 결제은행이 변경됐다는 메일을 받았다. 관례대로라면 한국의 ‘가’은행이어야 하는데, 뜬금없이
선금 58,000 달러를 조지아에 있는 은행으로 송금하고, 잔금 53,000 달러는 사이프러스에 있는 은행으로
송금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이었다. 이상하게 여겼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바이어는 요청받은 대로 자금을 송
금했다.
K사는 송금기한을 넘겨서도 대금이 입금되지 않자, 바이어 N사에 전화를 걸었다. 그제서야 양쪽 모두 이메
일 해커가 중간에서 장난을 쳤다는 사살을 알아차렸다. 바이어가 확을 해보니, 국내업체 이메일 주소가
k.abc@naver.com(예시)에서 k.naver@abc.com(예시)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부랴 부랴 바이어는 양쪽
은행에 연락을 취했고, 다행히도 조지아 은행으로부터 58,000 달러는 돌려받을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사이
프러스 은행에 입금된 53,000 달러는 찾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위 사례를 통해 볼 때, 중요사항은 이메
일 뿐만 아니라 대면 혹은 전화 등으로 중복할 필요가 있다. 이메일로 기본 업무는 처리하더라도 민감한 부분
은 대면 혹은 전화, 팩스 등으로 진행 사항으로 이중, 삼중으로 처리하고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거래처
가 평소와는 다른 요청을 할 경우 적극적으로 확인이 요망된다. 아울러 업무용 이메일 등 영업 보안을 강화하
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나. 인증제도
덴마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획득해야만 하는 인증들이 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획득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인증이 없으면 바이어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덴마크 내에서 인정되는 인증과 유럽 연합
에서 규제하고 있는 인증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일례로, 식수와 접촉하는 기기의 경우 덴마크 정부는 자체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http://norden.diva-portal.org/smash/get/diva2:858441/FULLTEXT01.pdf)
먼저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덴마크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CE마
크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품목에 따라 자가 적합성 선언을 통해 CE 마
크를 부착할 수 있는 제품도 있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 규격을 분석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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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험 성적서가 필요할 경우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해 시험과 수정 보완을 거쳐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때 시험과 인증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시험 결과가 안전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비용 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음 인증 획득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관련 인증 기관 및 시험 기관과 논의를
하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6년부터 8개의 품목 및 지침에 대해 제품의 생애 주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돼, 신 규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유해물질 제한지침
(RoHS)은 유해물질(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프탈레이트, 브롬계 난연제 등)을 사용한 전자제품이나 전
자기기를 규제하기 위한 인증제도이다. 이들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RoHS 인증을 획득해야 유럽 내
판매가 가능하다.
의료기기의 경우 최근 안전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2012년 프랑스 제조사 PiP의 유해한 가슴성형 보
형물 관련 스캔들로 인해 EU의 관련 당국과 각 국의 보건당국은 인증기관과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이와 같이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기가 인증을 획득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EU는 감사단을 꾸려 각 인증기관을 감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증기관들의 인증 허가가 취소되거
나 자발적으로 인증 업무를 그만두는 기관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내기업이 EU 회원국에 진출할 때 경제성과
효율성과 더불어 향후에도 EU 지침에 따를 수 있는 적합한 인증기관을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 됐다.
EU는 의료기기의 위험도 분류에 따라 검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진출에 어려움
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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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 매력도
경제 분석 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World Investment Prospects to 2011” 보고서에
서 덴마크를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갖춘 나라로 평가한 바 있으며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전 세계 13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별 기업 환경 분석에서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덴마크의 기업 투자
환경은 안정돼 있다. 세계은행에서 2015년 덴마크를 유럽 내 가장 비즈니스하기 쉬운 국가로 선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덴마크는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고, 일반 국민들
도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구별하지 않으며, 덴마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덴마크 기업으로
인정할 정도로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 개방적이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내국기업과 동
일한 법인 세율인 22%(2016년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국인 신규 투자 및 증액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
이나 인센티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 인수 합병이 아주 자유롭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덴마크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밖에도 덴마크 및 북구 시장을 겨냥한 판매법인, R&D센
터 등이 많이 있다. 외국인 소유권 제약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소수의 몇몇 분야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하는 물가 및 임금, 그리고 각종 특별세 등으로 인해 덴마크 기업들조차도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조업 투자지로서는 매력이 없는
편이다. 실제 덴마크 장신구 및 식기 디자인 회사인 George Jensen사와 대표 도자기 브랜드인 Royal
Copenhagen은 일부 생산 시설을 태국으로, 덴마크 대표 기업 레고(Lego)사도 중국에 대규모 신규 공장 단
지 건설을 결정했다. 2012년 덴마크 풍력발전 설비업체 베스타스(vestas)사 또한 덴마크 내 자사 생산 공장
을 중국기업(Titan사)에 매각하고, 역으로 부품 생산 기지를 중국 등 타 국가로 이전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여전히 덴마크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산업 및 고부가 가치 산업에게는 투자지로서 매력이 크다.
덴마크의 일반적인 높은 물가와 소득세에 부과되는 약 40~50%의 높은 세율에도 불가하고, 기업에 적용되
는 22%의 법인세는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 시 높은 편이 아니며(OECD24.77%, 글로벌 23.68%, 2015
년 기준), 사무실 임대 비용 및 통신 비용도 매우 합리적이다. 또한, 덴마크는 사회 기반시설이 매우 잘 구축
돼 있다.
2013년 이후 중국의 덴마크 기업 대상 M&A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의 덴마크 기업 인수활동은 2013년까지는 1~3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들어서는 8건으로 괄목할만
하게 급신장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중국 정부가 10억 달러 미만의 해외 M&A 거래에 대해 별도의 승인 심
사를 생략함에 따라 인수활동에 탄력이 붙으면서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14년 중국기업이 인
수한 8개 덴마크 기업 중 7개가 하이테크 기업으로 기술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정용 A/V 라우드 스피커
제조, LED 태양광 제품 제조, 정수 및 담수기술 개발 기업을 집중적으로 인수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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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의 덴마크 기업 타겟 M&A 내역 (2010~2014)
연도

타겟 기업

분야

금액(US$ 백만)

상태

2010

Kaleido Technology ApS

반도체 기술개발

N/A

완료

2011

Danionics A/S

배터리 생산 및 도매

N/A

완료

Ignis Photonyx A/S

통신장비 부품 생산

2.60

완료

Bang & Olufsen A/S

라디오, 모바일, TV 생산

Vestas A/S –
Tower Factory, Varde

터빈 생산 공장

N/A

계류

Dantherm Power A/S

수소연료전지 생산‧도매

2,0

완료

Aquaporin A/S

정수 및 담수 기술 개발

14.65

계류

Dynaudio Holding A/S

가정용 A/V 라우드 스피커 생산‧도매

41.50

완료

Dynaudio A/S

가정용 A/V 라우드 스피커 생산

49.70

완료

Dolphin & Lion A/S

LED 태양광 제품 생산

N/A

계류

Libratone A/S

무선 A/V 라우드 스피커 생산‧도매

N/A

완료

Scan-Speak A/S

변환기 생산

7.39

계류

Dantherm Air Handling

실내 온도조절기 생산

24.10

계류

Metropol ApS

브랜드 의류 생산 및 소매

3.30

완료

2012

2013

2014

N/A
완료
(7.7%지분인수)

자료원: Thomson One / 발표(announcement) 기준
나. 투자지로서의 장단점
장점
덴마크는 기본적으로 자유 무역과 자유 투자 정책을 지지하며, 외국인 투자를 격려한다. 덴마크의 투자지로
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사회 기반 시설이 매주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교통, 전기 통신, 에너지 및 유
통망이 잘 조성돼 있다. 또한 최근 실시한 노동 시장에서의 개혁 조치로 인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한층 제
고 됐고, 노동자의 교육 수준도 한 차원 높아졌다. 덴마크는 공용어로 덴마크어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사람
들이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2014년 Education First라는
기관은 영연방(Common Wealth)를 제외한 국가 국민 중 덴마크인이 가장 영어를 잘 구사하는 것으로 평가
했을 정도다. 덴마크에서 일부 영어로 된 광고는 번역 없이 바로 방송되기도 한다.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국가라는 것도 주요한 장점으로 꼽힌다. 세계 각국의 투명도를 측정하는 전
문기관인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따르면 덴마크는 1995년 이후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낮
은 국가로 선정됐다. 신중한 재정 정책은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와 국가 채무를
감축 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어 기업 운영 또한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 진다. 또한
덴마크 사회구조에는 신뢰가 깃들어져 있다. 덴마크 기업들은 한번 거래를 시작하면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
며, 파트너 십에서 믿음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의 의무 또한 성실히 수행한다.
89 / 160

덴마크 국가정보
투명하고 튼튼한 금융 시스템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코펜하겐 중심의 증권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다.
경제가 매우 안정적이며, 환율 또한 안정적이기 때문에 위험이 적다. 북유럽의 중심부에 자리한 덴마크의 지
리적 이점과 더불어 스웨덴, 독일 등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건설함으로써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물론 중앙 및
동구 유럽 국가의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 코펜하겐 공항은 북유럽 연결의 중추로 여겨지며, 많은
유럽 회사들이 북유럽 국가로의 유통 센터를 덴마크에 두고 있다.
단점
비싼 물가 및 임금, 높은 소득세를 단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뛰어난 복지제도와 사회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개인 소득세가 평균 50%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돼 있
어, 노동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덴마크는 인구가 적어, 시장의 규모나 내수가 작고 주
변 국제 경제 상황에 쉽게 타격을 받는다는 것 또한 하나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2. 투자 인센티브제도
덴마크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차별대우 없이, 덴마크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를 하고 있으며, 투자진
출 제한 분야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상 제한이 없으며 세제상으로도 동등하게 취급해,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내국기업과 동일한 법인 세율인 22%를 적용한다.(2016년 기준) 이는 EU 평균 법인
세율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이나, OECD(24.77%) 나 글로벌(23.68%) 평균세율(2015년 기준)에 비해
서는 낮은 편이다.(자료원: KPMG)
반면, 내국 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특별한 혜택도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외국 기
업을 위한 특별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다만, 내국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파이낸싱이 가
능하고R&D 분야 내 덴마크 정부의 펀딩 제도나 인센티브 제도(세제 혜택 등)를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덴
마크 정부는R&D 자금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 세제 혜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은 R&D 자금 집행이
발생한 연도에 전부 공제를 하거나, 해당 년도를 포함해 향후 4년간 나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손실이
발생했다면, R&D 비용과 관련해 ‘연간 최대 2,500만 DKK x 법인세율 (2016년의 경우 22%를 적용해 550
만 DKK)’를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덴마크 정부는 바이오테크, 제약, 생활과학, 환경, 에너지, ICT,
식품, 농업 및 운송 부문 내 특별R&D 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외국인 투자동향
가. 최근 투자 동향
덴마크의 외국인 투자는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으로 투자액이 높았던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에서의 투자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외국인의 순자본에 대한 투자가 마이너스로 나타나
는 것은 IMF 기준에 따라 Equity Capital의 이전은 물론 투자가와 외투 기업 사이의 Loan Capital의 이전까
지도 감안해 외국인 투자 통계를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덴마크 투자 동향을 보면 통상적으로 EU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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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부터의 투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많으며, 아시아를 포함한 기타지역으로부
터의 투자는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덴마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투 기업을 보면 대부분 유럽 및 미국계 기업들이며, 아시아 및 기타 지역
의 기업들은 많지가 않다. 이것은 지리적 여건의 영향도 있지만 덴마크의 경우 시장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반
면 물가는 비싸기 때문에 아시아를 포함한 기타 지역의 경우 투자가 여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 그러나 몇 년 전 유럽의 재정위기로 덴마크의 주요 투자국가인 독일, 스웨덴 및 영국과 같은 타 유럽국가
에서의 투자가 다소 줄었다가 최근 경기가 회복되며 투자가 차츰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미국에서의 투자
가 특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투자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업종별 투자 동향을 보면 매
년 변동이 심하나 전통적으로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편이다. 제조업의 경우 인건비가 높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투자 현황
(단위: DKK 십억)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1~9월)

EU
(유로존 지역)
(스웨덴)
(영국)

2,861
(1,323)
(912)
(405)

2,986
(1,341)
(968)
(473)

3,312
(1,505)
(989)
(583)

2,639
(1,222)
(773)
(512)

스위스

305

259

428

177

미국

468

516

529

409

중국

80

84

105

91

일본

20

24

24

16

총계

4,889

5,121

5,571

4,374

주: 상기 수치는 자산에 대한 직접 투자를 상계한 수치임.
자료원: 덴마크 통계청(2013년 12월 기준)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DKK십억)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농수산업 및 원자재

4.6

5.2

5.5

6.2

7.6

제조업

17.3

27.1

29.7

36

36.9

수송 및 통신

14.7

15.4

16.4

18.2

20.4

금융,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

26.2

23.7

25.1

30.1

33.6

부동산

0.6

0.9

1.1

0.5

0.2

주: 상기 수치는 직접 투자를 상계한 수치임
자료원: 덴마크 중앙은행(2013년 9월 기준)
나. 덴마크 내 주요 외국 기업
덴마크의 경우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서 투자한 유명 외국 기업이 많지 않으며, 판매업은 세
계 유명 기업들이 진출해 있지만, 독일이나 스웨덴 법인에서 덴마크 시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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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외국 유명 기업들이 대부분 진출해 있는데, 제약, IT분야를 중심으로 R&D활동을 위해 진출한 기업
과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를 위해 진출한 경우가 많으며, 유통 체인은 모두 미국과 유럽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다.
덴마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기업명

제조업

Siemens(독일, 기계), Statoil(노르웨이, 석유), Nestle(스위스, 식품),
MAN(독일, 선박엔진), Royal Shell(화란, 석유)

판매업

Procktor & Gamble(미국, 생활용품), Toyota(일본, 자동차), Loreal(프랑스, 화장품),
BASF(독일, 화학), Philips(네덜란드, 전자), Philip Morris(미국, 담배),
Matsushita(일본, 전자), Eli Lilly (미국, 제약)

서비스 및 금융

DHL(미국, 운송), UPS(미국, 운송), Oracle(미국, 소프트웨어), IBM(미국, IT 서비스),
GE(미국, 금융), DeutcheBank(독일, 금융), Citibank(미국, 금융)

R&D

Microsoft(미국, 소프트웨어 개발), Ferring(스위스, 제약), Siemens(독일, 기계)

유통 체인

Lidl(독일, 슈퍼체인), Bodyshop(영국, 미용 및 피부관리), 7 Eleven(미국, 편의점),
ToysRus(미국, 완구), IKEA(스웨덴, 가구)

4. 한국기업 투자동향
가. 연도별 투자 현황
2013년 이후 현지 강소 기업을 타겟으로 한 M&A가 연송 성사되며, 대 덴마크 투자가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
다2015년 들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2015년 누적신고금액 기준, 우리 기업의 대 덴마크 투자는 7,800
만 달러인데, 2013년과 2014년 동안 이뤄진 3건*의 M&A 투자가 누적 투자액의 87%를 차지한다.
*(2013) 하이에어코리아-노벤코(선박용 에어컨 제조), 한솔제지-샤데스(감열지 가공/유통)
*(2014) 부광약품-콘테라파마(파킨슨 치료제 개발)
한국의 대덴마크 투자 추이(1989~2015)
(단위: 천 달러)
‘89 ‘97
신고액

6

‘01

‘03

‘06

‘07

‘09 ‘10 ‘12

‘13

100 5,000 300 1,398 143 361 14 751 43,448

‘14

‘15

누계

26,625

2,793

80,939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나. 업종별 투자현황
2015년 기준, 한국기업의 대덴마크 투자는 업종별로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순
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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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대 덴마크투자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구분

제조업

신고 건수

14

도매 및 소 숙박 및 전문, 과학 및 기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및 정보서

투자 금액 70,989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

7

1

5

1

1

6,394

209

3,091

171

86

주: 본 통계는 2015년까지의 투자신고실적이 반영된 것임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5. 한국기업 진출현황
가. 투자 기업
회사명

진출지역

진출형태

투자형태

제품

Cell Biotech Europe

코펜하겐
(Copenhagen)

판매법인

단독

건강식품
(유산균)

9

2006

삼성전자
덴마크 리서치 센터

올보
(Aalborg)

-

단독

연구개발

N/A

2012

한솔 덴마크

스키버
(Skive)

제조판매법인

M&A

감열지

35

2013

노벤코 마린 앤드 오프쇼어 네스트벨(Naestved) 제조판매법인

M&A

선박공조
기기

601

2013

M&A

중추신경계
바이오제약

N/A

2014

부광약품

코펜하겐
(Copenhagen)

제조판매법인

종업원수 진출시기

나. 지사 및 연락 사무소
회사명
한국선급
삼성전자 노르딕 법인 덴마크지점

진출지역

진출형태 투자형태

제품

종업원수 진출시기

코펜하겐
연락
(Copenhagen) 사무소

단독

선박, 기자재 검사

1

1995

코펜하겐
(Copenhagen)

단독

전자제품

66

2003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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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
가. 투자 성공사례
셀바이오텍, 프로바이틱스 종주국 덴마크에 성공적으로 안착
- 회사명: 쎌바이오텍
- 주 업종: 유산균원말, 분말제품, 기타 낙농제품 제조
- 홈페이지: www.cellbiotech.com
- 현지법인명: Cell Biotech Europe A/S
지사나 연락사무소의 형태가 아닌 현지 법인으로 덴마크에 투자한 기업은 쎌바이오텍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쎌바이오텍은 유산균 전문기업으로 유산균이 사람 몸 속에 들어가 위와 장까지 손실 없이 이동하도록
하는`유산균 이중코팅`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 했으며 특허를 받은 유산균 원말을 수출하고 있다. 국
내에서는 2006년부터 일찌감치 듀오락 브랜드를 선보였지만, 프로바이틱스 전문 ODM 기업으로 입지를 굳
힌 덴마크에서 자체 브랜드 론칭을 결정하는 데는 상당한 고심이 따랐다.
그러나, 마늘, 고추, 생강 등 자극적인 향신료를 섭취하는 한국인의 장에서 분리한 ‘한국형 유산균’에 유산균
장내 생존율을 높여주는 듀얼 코팅 기술이라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 과감히 ODM 계약을 끊고 2014년 자체
브랜드를 출시하게 된다. 이후 숱하게 덴마크 현지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기술력을 알려, 출
시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덴마크 시장 점유율 15% 확보에 성공하게 된다.
프로바이오틱스 배양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크리스찬한센, 다니스코, 로셀 등 많이 있지만,
종균개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일괄 체제를 구축한 글로벌 기업은 셀바이오텍을 포함해 5곳 뿐이다. 특히
1g 안에 1,000억 마리 유산균을 농축하는 기술은 단연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2015년 12월 말 기준, 덴마
크에서 성공을 바탕으로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과 유럽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프랑스, 독일에서도 ‘듀오락’
브랜드 론칭을 추진 중에 있다.
하이에어코리아, 덴마크 노벤코 인수로 시장지배력 확대 발판 마련
- 회사명: 하이에어코리아
- 주업종: 선박공조전문
- 홈페이지: www.hiairkorea.co.kr, www.novencogroup.com
- 현지법인명: Novenco Group(기존의 상호명 그대로 사용)
2013년 10월 말, 세계 1위 선박공조 전문 회사인 하이에어코리아는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해, 2위 업체인
덴마크 노벤코 그룹을 전격 인수했다. 1947년에 설립된 노벤코는 세계 2~3위를 오가는 덴마크 최대 선박공
조회사로 선박 및 해양 플랜트는 물론 터널과 주차장, 건물용 특수 공조부품을 생산하고, 유럽내 9개국에 진
출해 있어 사업 영역 확대 및 현지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나. 투자 실패 사례: 특기할만한 투자 실패 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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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 유치 관련 법규
덴마크 외무부의 산하기관인 Invest in Denmark에서 덴마크에 투자를 하거나 연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
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요구에 맞춘 컨설팅 및 정보 수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지원 제도
는 존재한다. 하지만 외국인의 덴마크 내 투자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는 없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덴 마크 국내 기업과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간 법적 지위, 권 리, 의무 등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나. 외국인 투자 장려, 금지, 제한 분야
장려 분야
일반적으로 덴마크는 해외로부터의 직접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장려하는 분야는 없으나 실업률이
높고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금지 분야
덴마크는 모든 업종을 개방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분야는 없다.
제한 분야
석유 시추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제한 분야가 있지만 이것은 외국인 투자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 업체
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에게만 적용되는 제한분야는 없다.
다. 투자 인센티브
덴마크의 투자 유치 정책은 내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을 막론하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덴마크는 해외로부터의 직접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나 외자에 대한 특별한 우대 조치는 취하지 않
고 있으며 덴마크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 등한 권리가 부여된다. 덴마크 정부의 투자 장려 정
책은 일반적인 장려 정책이 아닌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지역
보조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 경우에만 한해서 이루어지며, 활동 보조는 주로 수출 관련 산업과 기술 발전에
투자하는 산업 부문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안정된 경제 기반 위에서 기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
제로 대부분의 장려 정책은 저리의 대출 혹은 정부 보증과 같은 금융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지
당국과 협의해 저가로 토지를 제공받거나 혹은 신 공업 단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극히 제한적이다.
Growth Fund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덴마크 정부는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Growth Fund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자금은 세가지 형태로 지원되는데 직접 투자, 대출, 보증 등의
형태이다. 직접 투자는 중소기업이 유망하지만 아주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은행 또는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 이 Fund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대출은 연간 매출액이 4,00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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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이면서 종업원이 250명 이하인 기업이 유망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총 소요 자금의 45%까지 대
출 받을 수 있다. 보증은 최소 연간 매출액이 4,000만 유로 이하이면서 종업원이 100명 이하인 기업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의 2/3에서 1/2까지를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세제 우대
덴마크 내의 혹은 덴마크의 특정 지역 내의 외국 기업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 우대 제도는 없다.
금융 지원
덴마크 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도는 없다. 다만 덴마크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현지 금
융 및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덴마크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내국 및 외국 은행으로부터 다양한 신용 및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로 담보 융자 기관이나 은행을 통하거나 혹은 연금 관리 회사 및 투자 회사를 통해
장기 신용이 가능하다.
라. 투자 진출 형태
덴마크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식회사(A/S), 유한회사(ApS), 지사(Udenlandsk filial,
Branch office), 연락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치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구
분

A/S

ApS

Branch

대규모 및 중간 규모 회
본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즈
적
중소 규모의 회사에
사에 적합 하며, 덴마크
니스 활동을 덴마크에서 수행
용
적합
주식 시장에 등록 가능
하기 위해 사용 되는 형태
등
록

Danish Commerce
and Company
Agency에 등록필요

자
본
금

최소 DKK 500,000

책
임

출자 주식의 가치
범위 내

경
영

반드시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최소
1명의 사장이 필요

회
계

회계사가 감수한
연간 회계보고서
필요

Danish Commerce
and Company
Agency에 등록필요

Danish Commerce
and Company
Agency에 등록필요

최소 자본금은 없으나 조세
최소 DKK 80,000(또 목적 상 본사가 최소 DKK
는 해당 수치에 상응
125,000
하는 EUR)
이상의 회계사가 감수한 자
본금 서류 제출 필요
출자 주식의 가치
범위 내

지사의 본사가
전적으로 책임

이사회 또는 사장이
최소 1명의 지사장 등록 필
운영 가능 하며, 양자
요
가 모두 있어도 무방
회계사가 감수한
연간 회계보고서
필요

지사의 회계 보고 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본사의 연간 회
계 보고서 사본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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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office
덴마크에 지사 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사용
등록 불요

요구 사항 없음

외국의 모회사

요구 사항 없음

연간 회계보고서
준비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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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금

법인세 25%

법인세 25%

적
용
법

The Danish Act on
Public Limited
Companies

The Danish Act on
Private Limited
Companies

덴마크 내에서 판매
덴마크 지사로부터
및 A/S활동을 하지 않으면 항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구적인 설치로 간주하지 않아
25%
세금을 내지 않음
The Danish Act on
Public Limited
Companies

적용되는 법 없음

이외에도 유한합작조합(K/S), 합자회사(P/S), 합명회사(I/S) 등 다양한 투자진출 형태가 있다.

8. 투자방식
덴마크에 투자를 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1) 신규 회사 설립, (2) 지점 개설, (3) 연락사무소 개설, (4) 기존
사업체 인수 등 4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가. 신규 회사 설립
덴마크의 사업 조직은 주식회사(A/S,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회사(Aps, 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 파트너십, 유한책임파트너십(K/S), 주주유한책임 파트너십(P/S), Co-operative
Limited Companies(A.m.b.A), 유럽회사(SE, Societas Europea)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가장 일반적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온라인을 통해 덴마크 기업국(Danish Business
Authority)(www.danishbusinessauthorit.dk) 등록이 가능하다. 접수 이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등록이
완료되며, 즉시 영업이 가능하다
나. 지점(Branch Office) 개설
모회사가 EU, 스위스, 노르웨시, 아이슬란드, 미국, 에스토니아, 호주에 등록돼 있다면 덴마크 내 지점 개설
이 가능하며 덴마크 기업국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들 국가에 소재하고 있지 않다면, 모회사는 상호인증서
(statement of reciprocity)를 등록 서류와 함께 DBA로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지점을 개설할 경우, 덴마크뿐
만 아니라 모회사 소재국에서도 과세대상이라 이중 과세의 위험이 있다. 덴마크와 모회사 소재국 간 이중과
세 방지 협약이 맺어져 있다면, 이를 적용 가능하다.
다.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개설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시장조사 등 제한된 범위 내 업무만 수행이 가능하다.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활동
을 할 경우 지점을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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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출형태별 비교
구
분

주식회사
(A/S)

대규모 및 중간 규모
적 회사에 적합하며, 덴
용 마크 주식 시장에 등
록 가능

유한회사
(ApS)
중소 규모의 회사에
적합

Danish Business
Danish Business
등
Authority 에 등록필 Authority 에 등록필
록
요
요

지사
(Branch)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본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 덴마크에 지사 또는 법인을
즈니스 활동을 덴마크에서 설립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서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형
사용
태
Danish Business
Authority 에 등록필요

등록 불요

최소 자본금은 없으나 조세
자
최소 DKK 80,000(또 목적 상 본사가 최소 DKK
본 최소 DKK 500,000 는 해당 수치에 상응 125,000 이상의 회계사가
금
감수한 자본금 서류 제출 필
하는 EUR)
요

요구 사항 없음

책
임

외국의 모회사

출자 주식의 가치범
위내

반드시 최소 3명 이
경 상으로 구성된 이사
영 회와 최소1명의 사장
이 필요
회
계

세
금

회계사가 감수한 연
간 회계보고서 필요

법인세 23.5%

적 The Danish Act on
용
Public Limited
법
Companies

출자 주식의 가치범위 지사의 본사가전적으로 책
내
임
이사회 또는 사장이
운영 가능하며, 양자
가 모두 있어도 무방

최소 1명의
지사장 등록 필요

요구 사항 없음

지사의 회계 보고 서를 제출
회계사가 감수한 연간 할 필요는 없으나 본사의 연
연간 회계보고서준비 불요
회계보고서 필요
간 회계 보고서 사본 제출
필요

법인세 23.5%

덴마크 내에서 판매및 A/S
덴마크 지사로부터 발생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항구적
소득에 대해 법인세 23.5% 인 설치로 간주하지 않아 세
금을 내지 않음

The Danish Act on The Danish Act on Public
Limited
Private Limited
Companies
Companies

적용되는 법 없음

10. 진출형태별 절차
덴마크에 투자(자회사 설립)를 하려고 한다면,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사업체(비즈니스 활동을 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기업청에 등록을 마친 기업으로 ‘Shelf Companies’라고 불림)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신규 법인 설립형태는 다양한데,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상장 주식회사(A/S,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y)와 개인 유한회사(Aps, 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다. 참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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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도, 파트너십, 유한책임파트너십(K/S), 주주유한책임 파트너십(P/S), Co-operative Limited
Companies(A.m.b.A), 유럽회사(SE, Societas Europea) 등의 설립 형태가 있다. 한편, 신규법인 설립을
위한 검토 등을 위해 지점(Branch Office)이나 연락사무소(Liason Office) 개설도 가능하다.
가. 신규 법인(자회사) 설립
상장주식 회사(A/S,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y)
상장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Share Capita)은 500,000DKK(크로네)이다. 한번에 자본금을 모두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초기 자본금 125,000 DKK(25%) 이상이 기업 등록 이전 납부해야 한다. 경영진 외에 적어
도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와 적어도 1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영진(Executive
Board, CEO 등으로 이사회에서 임명)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라 할지라도 덴마크 기업체
100% 소유가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 등록(incorporated)이 가능하며,
하루 내 등록증이 발급된다.
개인 유한회사(Aps, 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
최소 자본금은 50,000DKK 이며, 기업체 등록 이전 자본금이 모두 납부돼야 한다. 상장 주식회사와 마찬가
지로 온라인으로 기업청 등록이 가능하다.
나. 지사(Branch)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개설
모회사가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미국, 에스토니아, 호주에 등록돼 있다면 덴마크 내 지사 개설
이 가능하며 덴마크 기업국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들 국가에 소재하고 있지 않다면, 모회사는 상호인증서
(statement of reciprocity)를 등록 서류와 함께 기업청으로 송부해야 한다. 지사명은 반드시 외국 모기업의
지사라는 점을 드러내야하며, 지사장에 의해 지사가 운영돼야 한다. 아울러, 매년 외국 모기업의 연차보고서
가 기업청에 보고돼야 한다.
주의해야할 점은 지점을 개설할 경우, 덴마크뿐만 아니라 모회사 소재국에서도 과세대상이라 이중 과세의 위
험이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와 모회사 소재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맺어져 있다면, 이를 적용 가능하다.
한편, 외국 기업은 덴마크 내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는 법적 주체가 아니며, 경제적인 활
동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단지, 사전 준비(정보 수집 등) 혹은 부수적인 활동(쇼룸 운영 등)만을 수행할 수 있
을 뿐이다.(판매 활동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며, 판매 계약 등 효력있는 계약 체결 불가) 연락사무소는 덴
마크 기업청에 기업 목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도 된다.
투자진출형태별 비교
구
분

주식회사
(A/S)

적
용

대규모 및 중간 규모
회사에 적합하며, 덴
마크 주식 시장에 등
록 가능

유한회사
(ApS)

지사
(Branch)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중소 규모의 회사에
적합

본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
즈니스 활동을 덴마크에서
수행하기 위해 사용 되는 형
태

덴마크에 지사 또는
법인을 설립하기위한
초기 단계에서 사용

99 / 160

덴마크 국가정보
구
분

주식회사
(A/S)

유한회사
(ApS)

지사
(Branch)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등
록

Danish Business
Authority 에
등록 필요

Danish Business
Authority 에
등록 필요

Danish Business Authority
에
등록 필요

등록 불요

자
본
금

최소 DKK 500,000

책
임

출자주식의 가치범위
내

최소 자본금은 없으나 조세
최소 DKK 50,000(또 목적 상 본사가 최소 DKK
는 해당 수치에 상응하 125,000 이상의 회계사가
는 EUR)
감수한 자본금 서류 제출 필
요
출자 주식의
가치범위 내

지사의 외국 모회사가
전적으로 책임

요구 사항 없음

외국 모회사

반드시 최소 3명 이상으 이사회 또는 사장이 운
경
로 구성된 이사회와 최 영 가능하며, 양자가 최소 1명의 지사장 등록 필요
영
소 1명의 사장이 필요
모두 있어도 무방

요구 사항 없음

지사의 회계 보고서를 제출
회 회계사가 감수한 연간 회계사가 감수한 연간 할 필요는 없으나 본사의 연
계
회계보고서 필요
회계보고서 필요
간 회계 보고서 사본 제출 필
요

연간 회계보고서준비 불요

세
금
적
용
법

법인세 22%(2016)

법인세 22%
(2016)

덴마크 지사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22%

덴마크 내에서 판매 및 A/S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항구적
인 설치로 간주하지 않아 세
금을 내지 않음

The Danish
Companies Act

The Danish
Companies Act

The Danish Companies Act

적용되는 법 없음

자료원: Ronne & Lundgren Law Firm

11.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가. 법인(A/S 및 ApS) 철수
덴마크 기업법 조항 14에 따라, 철수.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본회사란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법인들이
다. 부채를 정리할 수 없는 법인들은 파산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합병이나 분사 등과 관련된 청
산도 기업법 조항 15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래 기술한 절차는 법인법규 조항 14에 따라, 지급성명서 기업
해산(Opløsning ved betalingserklæring), 자산과 부채의 정산(Likvidation), 강제해산(Tvangsopløsning)
세가지 방법으로 대별된다. 법인 철수시 부가가치세와 A 세금제도에서 탈퇴해야 하며 indberet.virk.dk
(Webreg 디지탈 등록)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 변호사를 선임해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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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성명서 (Betalingserklæring) 기업 해산
자본소유주/법인소유주(주주)들이 모든 채무를 청산했다고 기업청 (Erhvervsstyrelsen)에 신고하면 법인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성명서는 모든 자본소유주/법인소유주들의 서명이 필요하며 이들의 성명과 주소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세금이 체류되지 않았다는 국세청 발급 확인서를 동봉해야 한다. 기업청
이 요구한 대로, 정확하게 성명서가 제출돼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급성명서는
국세청 확인서와 함께 서명한지 2 주 내에 기업청에 제출돼야 한다. 국세청의 확인서 발급 지연으로 인해 성
명서 제출 시일이 늦어질 경우에는 국세청 확인서가 차후에 제출될 것임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늦어도 4주
안에 제출돼야 한다. 법인의 해산이 기업청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 됐으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성명
시 드러나지 않은 채무가 차후에 드러날 경우 자본소유주/법인소유자들이 개인적, 무제한적으로 책임을 지
게 된다.
청산
자본소유주/법인소유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어떤 형태로 기업을 청산할 것인지 합의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 법인을 해산시킬 수 있는 청산인들을 임명해야 한다. 기업청에 신고
가 된 즉시 법인의 해산은 청산인들의 책임이다. 이사회나 경영진은 더이상 법인의 대표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다. 청산인을 지정하는 특별한 규제는 없다.(다만, 성인이어야 하며 후견인일 수 없다.) 청산인은 언제든지
청산인을 임명한 자에 의해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다. 청산중에 있는 법인은 청산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
청산중”이란 명칭을 법인명 사용시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 청산 결정이 된 후 2 주안에 기업청에 청산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류는 virk.dk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고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청산 결의문을 같
이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청산인은 법인과 관련된 모든 채권자들에게 청산에 대한 서신을 발송해야 한다. 청
산은 디지탈 신고 Webreg 을 통해 할 수 가 없다.
기업청은 청산 신고를 받은후 직접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며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청산인에게 신청하도록 독려한다. 채권자들은 3개월 내, 요구사항을 접수시켜야 한다. 청산인은 최소한 3개
월이 지난후에 법인을 완전히 청산시킬 수 있다. 채권자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청산인은 등기서
신으로 채권자에게 4주 이내에 법정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법인이 청산 절차 중에 있어도, 배당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청의 홈페이
지를 참조해야 한다. 청산잉여금은 채권자들에게 부여된 3개월이 지난 후 지급이 가능하다. 단, 채권자에 대
한 채무변제가 우선시 돼야 한다. 법인법에 의거해 청산잉여금을 미리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정확하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시만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경우 자본소유주들이 청산이 완료되기 전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빼 낼 수 있지만, 법에 의해 상환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청산잉여금이 지급된 후 주주총회시 청산인이 준비한 청산회계보고서를 주주들이 검토 후 확인함으로써 청
산절차가 마무리 된다. 청산절차 마무리 후 2주안에 청산인은 기업청에 청산종료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청산회계보고서 및 주주총회결의문을 같이 제출해야 하고, 기업청은 이후 법인이 청산됐다고 기록한다. 청산
절차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 따라서 청산절차가 장기적으로 이뤄질 경우, 여타 법인과 마찬가지로, 매년 회계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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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해산
기업청은 다음의 경우 파산법원에 법인의 강제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법인이 합법적인 경영을 하지 않을 경
우, 회계사가 없는 경우, 기업청에 매년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청의 이 같은 결
정은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공식화 해야 하며 법인의 명칭은 반드시 ”강제해산중” 이라고 같이 표기가 돼
야 한다. 파산법원은 이에 따라 청산인 이나 회계사를 임명한다. 청산인은 법인 경영진을 대신하며, 경영진은
더 이상 법인을 경영할 수 없다. 단, 경영진은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청산인
에게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파산법원은 법인의 경영진 및 주주를 출두시켜 어떤 식으로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법원에 출두시 경영진은 법인 재설립을 시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청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보통 홈페이지 www.virk.dk 로 안내) 단, 법인은 3개월 이내에 재 설
립을 시도해야 하며,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제해산중에 있었을 경우에는 재설립을 시도 할 수가 없다.
나. 지사(Branch Office) 및 연락사무소(Liason Office) 철수
지사 철수시 회사등록번호가 삭제되며 덴마크 내에서 더이상 합법적으로 지사를 운영할 수 없다. 지사는 기
업청의 전산 등록 시스템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 삭제된다.
- 기업청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 지사에 더 이상 지사장이 없고 기업청에서 규정한 시일 내에 새 지사장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 지사의 외국본사 연간 회계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지사의 소유자가 EU또는 EØS 국가 거주자가 아닌 관계로 덴마크 내에서
지사의 자산에 대해 총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
지사를 철수하는 절차는 간단하다. 정식 서신을 anmeldelse@virk.dk 기업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의 양식을
사용해 A세금제도에서 탈퇴하면 된다. 삭제 후 외국 본사가 지사 재 설립을 요청할 경우 기업청의 규정에 따
라 재 설립이 가능하다. 단, 지사 소유주가 정식으로 권한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외국 본사는 새 지사를 설립
할 수 없으며 삭제된 지사를 재 설립할 수 없다.
다. 휴면 법인 제도: 없음.
덴마크에는 별도의 휴면 법인 제도가 없으며, 사업 활동이 없더라도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의무가 있다.

12. 투자입지여건
가. 입지 여건
덴마크는 대부분 공업용지를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공장부지 결정은 지자체가 하게 된
다. 지자체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해당 지역 내 공장 부지는 기업 유
치를 위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부지 확보의 용이성, 환경보호 문제 등으로 인해 공장들은
주로 도시 외곽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코펜하겐 외곽 지역인 Glostrup, Brondby, Ballerup 지역이 공
장 설립 지역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많은 외국 기업 생산 공장 및 판매 사무소도 이곳에 설립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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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대표적 기업들은 대부분 각 지방의 소도시에 분산돼 있는데, 이는 당초 기업이 설립될 당시부터 소
재지에서 커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Danfoss사가 본토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Grundfos사는 중
북부 지방, Lego는 중부 지방, Vestas 사는 중서부 지 방의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덴마크 본토의 북부 지
방인 Aalborg지역에는 IT업체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 역의 산업 지원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조선 산업이 발달해 있던 지역이었으나 조선업이 경쟁력을 잃어감에 따라 지방 정부에
서는 대체 산업으로 IT산업을 육성키로 하고 대학 등의 관련 학과 증설, 직업 학교 과정 확대로 인력을 조달
하는 한편 금 융 지원을 통해 관련 업계 유치한 결과 현재는 덴마크뿐 아니라 북유럽에서 손꼽히는 IT 산 업
지역으로 발달했다.
한편 덴마크 본토의 중부 지방에는 풍력발전 기업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다. 2011년도 기준으로 해당 클러스
터에는 풍력발전산업 관련 기업 1만 4,400개 사가 모여 있으며 근로자수는 약 2만 4,700명에 달한다. 이곳
에는 주요 제조업체들뿐만 아니라 부품 기업 및 컨설팅 회사들도 위치해 있어 일종의 공급체인이 형성됐다
볼 수 있다. 산업 특성상 숙련된 노동자들을 상대적으로 구하기가 쉬우며 관련 기업들끼리 정보 교환을 통해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또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대학과 연구기관
들이 소재하고 있어 산학연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풍력발
전산업과 같이 비교적 역사가 짧은 산업이 기업 클러스터를 이루었다는 사실은 꽤 주목할 만하다.
2000년 코펜하겐-말뫼(덴마크와 스웨덴의 경계)를 잇는 교량이 완공됨에 따라 동 지역(Oeresund)의 경제
권이 단일화되고 있으며, 특히 IT 및 생명공학 관련 산업이 집중 발전되고 있다. 이 지역을 메디콘밸리
(Medicon Valley)로 부르기도 하는데, 유럽 3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급부상했다. 바이어테크기업 80개, 제
약업체 20개, 의료기술 기업 100개가 집적해 있고, 7개의 사이언스 파크, 6개의 인큐베이터, 12개의 대학
이 입지해 있다. 2013년도 Scientific American 지에 따르면, 덴마크는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
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Novo Nordisk(인슐린), Lundbeck(중추신경계 치료제), Leo Pharm(건선치료제)
등 세계 최고의 바이오제약 기업을 배출했다.
상기 지역 이외에도 Herning 및 Ikast시를 포괄하는 지역의 섬유 디자인 산업 클러스터, Horsens지역을 중
심으로 한 농업 및 농업용 철물산업 클러스터, Esbjerg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코펜하겐
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여행 산업 클러스터, Funen 지역의 묘목 산업 클러스터, 유틀란드 반도 동부를 중
심으로 한 운송 산업 클러스터, 유틀란드 반도 중부를 중심으로 한 풍력발전 산업 클러스터 등이 유명하다.
이들은 해당 지자체 및 정부의 산업 정책과 산학연의 협력을 통해 특정 산업에 특화, 발전한 지역들이다. 한
편 Invest in Denmark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가의 목적에 맞는 공장 부지를 알선해 주고 있기 때
문에 필요한 경우Invest in Denmark와 접촉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nvest in Denmark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ㅇ Invest In Denmark
- 주소: Slotsholmgade 10-12, DK-1216 Copenhagen K.
- 전화: (+45) 3546 6000, 팩스: (+45) 3546 6001
- E-mail : Info@investindk.com
- Web : www.investind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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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 단지
덴마크에는 특별 경제자유구역 등 특수한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 단지가 없다.

13.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가. 일반적인 애로사항
덴마크는 특별한 비관세 장벽이나 차별 정책은 없으며 투자 또한 어떤 외국 기업이더라도 덴마크 내에 법인
을 설립할 경우 내국 기업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등, 역시 별다른 제제나 특별한 제약이 없다. 덴마크인들은
영어구사력이 매우 높은 편이라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에서는 덴마크어를 하지 못해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법률이나 중요한 공문서가 모두 덴마크어로만 제공돼, 덴마크 진출시 이를 번역해 줄 수 있는 현지인 직원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기업 입장에서 높은 임금, 현지 노동법에 따른 노무 관리 등은 초기 기업 운영에 있어 상
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덴마크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시급이 간부직은 456.40
DKK(약USD68), 일반 근로자는 281.53DKK(약 USD 42)에 달한다. 특히 유급으로 최대 120일까지(근무
일 기준) 병가가 가능해,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스트레스, 감기를 포함해 몸이 아픈 경우, 완치
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법정 5주 휴가와는 무관하다.
※ 만약 휴가 기간 중에 아프면, 그만큼의 기간만큼 휴가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고용주가 진단서를 요구할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은 고용주 부담이다(1건당 약 450 DKK, 약 58달러 부담)
가족 중심 문화가 발달해, 야근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하게 될 경우에는 고용주가 값비싼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덴마크는 잘 짜여진 복지제도 덕분(실업수당 등)에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유연한 노
동시장을 갖고 있다. (해고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다만 근속년수가 긴 직원을 해
고할 때는 큰 규모의 금전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최대 3개월, 부당해고로 간주 시에는 여기에 더해 통
상 3~4개월의 급여 지급)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덴마크는 노동법으로 인한 비즈니스 제약이 타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법이 비즈니스를 방해하지 않는 정도(1~10단위로 측정)

자료원: IM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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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사분규
덴마크 내 피고용인들은 대부분 기술별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회원이다. 고용주 연합과 노동조합 사이에 교섭
(Collective Bargain)이 이뤄지게 되며 필요할 경우 공식 중재자를 두기도 한다. (여기서 임금, 근로 조건 및
기타 노사 관계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노사분규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 노무관리제도
가. 인력
덴마크의 노동 인구는 약 266만 명이며 그 중 139만 명이 남성이고 127만 명이 여성이다. 대체적으로 노동
인력의 질이 높고, 안정돼 있다. 임금 상승률은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 보다 높은 편인데, 2014년 기준, 연
간 물가 상승률은 0.6% 이고, 임금 상승률은 3.4%이다. 국립 학교를 비롯 고등학교, 대학교는 무료이고 산
업 근로자는 전문인 양성 과정 혹은 기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경우 여러 분
야에 숙련된 노동력을 찾을 수 있으며 효율성과 훈련의 수준도 높은 편이다. 또한 정부는 노동력의 수급
(ARBEJDSFORMIDLINGEN)을 위해 주어진 지역의 일자리를 구하는 개인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등 노동력
의 유동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나. 노사 관계
피고용인-고용주와의 관계는 월급 고용인에 대한 법과 덴마크 고용주 연합(DA)과 덴마크 노동조합연합(LO)
간에 1973년 10월 31일 체결된 주 협정문 및 그 후 개정 사항을 포함해 노사 합의(Collective Agreement)
내용을 적용 받는다. 상기 법과 합의 내용은 피고용인의 고용은 물론 법정 최소 휴가일, 해고 통보, 초과 근로
수당, 여성 및 남성의 출산 휴가 등 근로 조건과 관련한 피고용인의 보호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다.
다. 노동조합
대부분의 피고용인은 기술 별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회원이다. 따라서 일정 분야의 기업 피 고용인들은 여러
개의 노동조합원이 될 수도 있다. 노동조합의 회원 가입은 의무는 아니지 만 회원들이 비회원과의 근무를 거
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 간 의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합의해 특정
조합의 회원만을 고용하기도 한다. 노사의 총체적 합의는 그 회사가 속한 고용주 단체와 관계되는 노동조합
간에 2년, 3년, 4년 마다 이루어지며, 여기서 임금, 근로 조건 및 기타 노사 관계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협의
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덴마크 고용주 연합과 덴마크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며, 필요할
경우 공식 중재자를 두기도 한다. 덴마크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이며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
무 조건이 개별 기업이 아닌 지방 자치단체, 또는 산업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産)별 노조가 형성돼 있으
며 노조 조직률 및 근로자들의 노조 참여율도 매우 높다. 덴마크는 업종에 따라 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
으며 세 단체는 노사정 협정이 필요할 경우 덴마크 노동연맹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의견을 모으고 협력한
다.
라. 근로자 평의회
고용주 연합과 조합 간의 합의에 따라 모든 산업체는 35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을 경우 정보 공유와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협력 유지와 보강을 목적으로 하는 평의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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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고용인의 이사 선출권
지난 3년간 평균 35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나 기업의 피고용인은 그들 중 최소 2명과 대리인 2명을 이사회의
이사로 선출할 권리가 있다. 이사회에서의 피고용인의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절반 이상의 피고용인으
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고용인이 이사회의 이사로 선출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로부터 그 회사에 최소
한 일 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바. 피고용자 Stock Option Scheme
산업 근로자의 기업 공동 소유권을 촉진하기 위해 “The Tax Assessment Act”는 Stock Option Scheme이
덴마크 조세 당국에 의해서 승인된 것이라면 피고용인이 획득한 주식에 대해 조세 감면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 근로 조건
임금
덴마크에는 법으로 규정된 최저 임금 제도가 없다. 노사 합의에 의해서 실질적인 최저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데, 이는 강제 규정은 아니다. 2014년 기준, 일반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약 281.53DKK이며, 간부직의 평균
시급은 약 456.40DKK이다. (간부직의 경우 업종에 따라 크게 차이)
부문별 일반 근로자(사무직)의 시급 수준
(단위: 덴마크크로네)
부문별

간부직

일반 근로자(사무직)

전체 평균

제조업

504.46

284.89

306.13

건설

395.31

264.59

270.97

무역 및 운수

420.57

254.05

268.47

정보통신

535.41

348.11

371.06

보험금융

623.11

376.20

410.26

부동산

470.62

266.60

288.56

기타 비즈니스

518.99

303.40

283.40

교육, 의료

411.43

278.78

284.58

예술, 여가산업

432.32

276.45

290.36

전체 평균

454.60

281.53

294.79

자료원: 덴마크 통계청(2014년 기준, 2016년 7월 15일 기준 입수가능 최신자료)
수당
많은 회사들이 은행, 보험 회사와 협력하거나 독자적인 연금 자금을 마련해 부가적인 연금 가입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고용주는 피고용자를 위해 적합한 식사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현지 기업들은 식
사와 음료를 적당한 가격에 제공하는 매점을 설치해 놓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 편의뿐만 아니라 간혹
주거 시설도 제공된다. 회사의 고위 간부들에게는 회사 차량이 지급되기도 한다. 덴마크에서는 연금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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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높은 특별 수당을 주는 것은 그리 널리 행해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특별 수당은 피고
용인에게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근무 시간
임금 근로자의 경우 단체 계약에 의해 주당 5일, 37시간 근무가 규정돼 있다. 주당 근무시간이 4개월 평균
48시간이 넘으면 안 된다. 야간 근로자의 경우 매 38시간 근무 시 2시간의 별도 유급휴가 권리가 부여된다.
초과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초과 근무 수당은 조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치를 밝
히기 어렵다. 고용인 연합(EMPLOYEE'S ASSOCIATION)의 회원일 경우 초과 근무 수당(overtime)의 계산
은 첫 3시 간은 150%를 지급하고 그 이후는 200%를 지급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에는 200%를
지급한다.
유급 휴가 및 공휴일
휴가는 매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이 된다. 모든 피고용인들은 공휴일도 임금이 지불
되며, 휴가 및 휴가비 지급은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피고용인은 법에 의해 연간 5주의 휴가(많은 기업에서 6
주 휴가 채택)를 받을 수 있으며, 노사합의 관계에 따라 상이하긴 하나, 대체로 휴가년도 내 미사용 휴일이 5
일 이하로 남을 경우 차년도로 이월이 가능하다. 3주 연속 휴가 사용이 가능하나,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3개
월 전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덴마크는 특이하게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근무기간과 휴가 발생기간이 다르
다. 2016년도 1월1일부로 채용된 사람이 1년간 일을 하면 유급휴가가 최소 5주 발생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2017년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이다. 만약 이 기간 이전에 휴가를 사용할 경
우에는 월급여에서 ‘휴가 사용일 x 4.8% x 월급여’를 차감할 수 있다.
반대로 퇴사시에는 퇴사시점까지 근무로 인해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만약
2016년 12월 31일부로 퇴사할 경우, 2015년 1년간 근무로 발생한 최소 5주 휴가 중(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 잔여 휴가 +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발생했을 최소
5주 휴가에 대해 월급여 x 4.8% 의 금액을 지급해줘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입사 첫 해에 휴가 사용일에
대해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월급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고용주는 여전히 퇴사시 피고용인의 잔여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사례 연구
2016년 4월 1일부로 Dennis는 지난 6년간 다니던 DANKO사를 퇴사하게 됐는데. Dennis가 받게되는 휴가
수당(Holiday Allowance)은 얼마나 될까?
1) 2014년 근무로 발생한 유급 휴가 25일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쓸 수 있으므로,
Dennis가 퇴직 전 19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6일의 잔여 휴가 발생
2) 2015년 근무로 발생한 유급휴가 25일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 중 사용이 가능하기 때
문에 25일 전체에 대해 금전 보상 의무
3)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근무에 따라 휴가가 3/12*25일=6.25일 발생해 2)와 같은 논리로 금전 보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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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총 37.2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보상의무가 발생돼 총 37.25일 x 월급여 x 4.8%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정식으로 고용된 월급 근로자는 휴가 기간에도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 받는다. 4월이나 5월 연봉의 1%를 휴
가비(Holiday Allowance)로 지급받는다. 생산직 근로자와 같이 시간 단위로 급여를 받는 등 월급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총 급여의 12.5%가 휴가비로 주어진다.
병가에 대해서는 월급 근로자인 경우 정상 급여를 지급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사 소견을 받을 경우,
120일까지 장기 유급병가를 낼 수 있으나, 120일이 지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 월급 근로자는 질환의
성격에 대해 고용주에 알릴 필요가 없으나, 고용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Fit for Work”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요구가 있은 위 2주 내로 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고용주와 근로자가 일정부분 작성을
해야 하며, 담당의사가 나머지 부분을 작성해 완성하면 된다. (질환으로 인해 예상되는 업무 영향에 대해 기
술) 월급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노사합의 내용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진다. 월급 근로자의 병가 기간이 30
일이 넘어설 경우 지방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보조(reimbursement)를 받을 수 있다. (30일 이상이 넘어서
면, 병가 수당(Sick Pay)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지방정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방정부는 최대 52주에 대
해 수당을 지급 가능하다) 2016년 1월 기준으로, 지방정부가 지급 가능한 병가수당 최고액은 주당 4,180
DKK 이며, 동 금액은 매년 고용부(The Ministry of Employment)에 의해 조정된다.
출산 휴가는 총 52주를 가질 수 있는데 출산 전 어머니가 4주, 출산 후 어머니가 14주, 아버지가 2주를 가질
수 있고, 32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누어서 가질 수 있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출산 전 4주, 출산
후14주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50%의 급여를 지 급하도록 돼 있으며, 이외에 산후 32주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 노사합의 내용에 따라 급여 전액을 받을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육아휴직 전 기간 동안
혹은 부분적으로나마 회사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보조를 받게 된다. 지방정부로부터 최대로 보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16년 1월 기준 주당 4,180
DKK 이다. 만약 산전 4주 이전에 임신으로 인해 월급 근로자가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병가로 간주해, 정
상적인 급여를 지급받는다.
ATP(Labor Market Supplementary Pension)
고용주는 근로자별로 월 270 DKK(고용주 180 DKK 부담 + 근로자 월급에서 90 DKK 원천징수)를 ATP 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고
고용주가 월급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아래 규칙에 따라 사전 통보(레터 형식으로)를 해야 한다. 사무직
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사전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생산직(Blue Collar employee)의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 체결된 협약(collective agreement)에 따라 통보기간이 정해진다.(따라서 회사별로 상이하다)
구분

사무직

근로일수

사전통보 기간

6개월 이내

1달 전

6개월~3년 이내

3달 전

3~6년 이내

4달 전

6~9년 이내

5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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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

6달 전

고용 계약서상 수습 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최소 14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 한
다. 월급 근로자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큰 부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월
급 근로자의 사직은 통보한 당월로부터 1개월 후에 가능하다. 그러나 인턴이나 단기 근로의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만약 월급 근로자가 12 혹은 17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면 부수적으로 1개월, 3개
월 분의 추가 월급을 보상(Severance Pay) 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부당해고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에 더해 보
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하다. 6년 미만일 경우 최대 3개월,
10년 미만일 경우 최대 4개월, 15년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
3~4개월 정도의 급여를 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사용하지 않은 휴
가 일수에 대해 월 급여의 4.8%를 지급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당해년도 9월 30일 부로 해고됐을 경우, 올
해 휴가가19일(=25일 *3/4) 발생해 익년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 균등
법령에 의해 인종, 국적, 종교 혹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봉급, 임금 혹은 혜택의 수준이 성별
이나 앞서 언급한 기준에 의해 고용인에게 달리 주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이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동료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보건 및 안전
모든 기업은 근로보건 및 안전법(ARBEJDSMILJØLOVEN)에 근거한 산업 보건 및 안전 규정, 노사 합의 사항
의 적용을 받는다.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안전 요원을 지명하거나 최소한 1개의
안전 그룹을 조직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주는 인지도 높은 보험회사에 피고용인의 근무 시간 동안 발생한 사
고와 비위생적인 근로 조건 혹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영구 부상 및 건강 악화를 보상해주는 보상 재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교육 훈련
현지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피고용인을 위해 기본 훈련 혹은 고등 훈련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훈련 과정과 수
련인의 시험 관리는 정부가 보조하는 교육 기관이나 현지 시당국이 맡고 있다. 아울러 고용주는 여러 교육 과
정에 참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체 훈련 시설을 제 공하기도 한다.
아. 사회 보장
사회보장 제도
덴마크는 아래와 같은 포괄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가지고 있다.
- 공공 기금으로 충당하는 연금, 의료 및 아동 복지
- 공공 기금으로 충당하는 실업자 및 장애자 복지
- 피고용인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추가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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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재해 보험
- 공공 기금으로 충당하는 피고용인 보장 기금(Employees Guarantee Funds)
보장
피고용인 보장 기금에서 제공하는 추가 연금 혜택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장 제도는 고용 주, 피고용인을 막
론하고 덴마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까지 적용된다.
기부
사회보장기금의 기부는 주로 정부 출자로 이루어지며 어떠한 사회보장 비용도 직접적으로 고용주에 의해 출
자되지는 않는다.
혜택
ㅇ 연금
덴마크 연금제도는 3층 피라미드 구조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정부에서 받는 국민연금
과 이를 보충하는 의무가입의 직장연금,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로 마련하는 개인연금으로 나뉜다. 흥미로
운 점은 전체 은퇴자금에서 각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민연금 70%, 직장연금 20%, 그리고 개인연금
10%로 충당된다는 것이다.
70%를 차지하는 국민연금은 덴마크 국적의 덴마크 거주자 중 만 15세 이후부터 연금 수급연령 전까지의 기
간 중 최소 3년 이상 덴마크 거주 경험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든지 수령이 가능하다. 물론 덴
마크 국민으로서 높은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제도이다. 그렇게 때문에 덴마크 거주 기간에 따라 연금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크게 놀랍지 않다. 만 15세 이후 덴마크 거주 기간이 40년 일 경우,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
다. 연금은65세가 된 다음달부터 지급되며, 1999년 6월 1일 이전에 60세가 된 사람에게는 67세가 된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매년 이 금액은 임금 상승률을 토대로 조정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다시 기초연금과 보조금으로 나뉘는데, 기초연금은 2014년 기준 월 6,063 DKK(부부일 경
우 12,126 DKK) 이며, 보조금은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혼/법적 동거인이 있을 경우에는 3,136
DKK, 없을 경우에는 6,399 DKK로 대별된다. 이에 따라, 혼자 살 경우에는 월 12,462 DKK 를, 배우자가 있
을 경우에는 9,199 DKK를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소득 수준에 따라 노인 보조금도 수령할 수 있는데,
혼자 사는 노인 기준 국민연금 포함 연 소득이 19,100 DKK, 부부기준 37,900 DKK를 넘지 않을 경우 최대
16,600 DKK 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 공인 실업 기금의 회원 중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조기
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60세에서 64세 사이에서 조기 퇴직이 가능하며, 퇴직하는 회원들에게는 65
세 가 돼서 퇴직한 사람이 받는 연금 수령액 보다 약간 적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 수령액은 조기 퇴직
제도에 규정돼 있다. 덴마크 시민권을 획득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15세에서 퇴직 연령까지의 기간 동안 3년
이상 덴마크에 거주하고 덴마크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EU 지역 시민
과 피난민의 경우에는 적용범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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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료 비용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다만 의사가 물리치료를 권고했을 경우 카이로프랙터나 물
리치료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으면, 일부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개인부담이다. 치과 비용은 18세 미
만의 경우 모두 정부가 보조해주지만(개인부담 없음), 그 이상일 경우 어떤 치료이냐에 따라 정부가 최대25%
까지 보조해준다. 나머지는 개인 부담이다. 외교관을 비롯한, 외국인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덴마크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거의 100% 환불
되며(다만 병원에 갈 때는 병원에 카드리더가 없기 때문에 현금을 소지하고 가야 한다), 치과의 경우에는 보
장 내역에 따라 최대 환불금액이 정해진다. 참고로 유학생 및 그의 가족의 경우에는 덴마크 국민과 동일한 의
료서비스가 제공된다. ,
ㅇ 아동 복지
덴마크에서는 자녀가 있을 경우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 보조금은 면세로서 소득과 별개로 구분되며 매 분기
마다 미리 부모에게 지급된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크게 4그룹으로 나뉘어 지며 이는 0-2세, 3-6세, 7-14세,
15-17세로 구분된다. 2016년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족은 분기마다 4,470DKK를 받으며 36세의 자녀와 7-14세의 자녀를 가진 가족은 각각 분기별 3,537DKK와 2,784DKK를 받는다. 또한, 15-17
세 자녀는 분기별이 아닌 매달 928DKK를 받는다.
ㅇ 실업 수당
지난 3년간 풀타임으로 일한 시간이 1,924시간에 달한다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학교를 졸업하자 마
자 노동시장에 뛰어들었다 해도, ‘학위(degree)’를 고용으로 간주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업 수당은
해당인이 국가 공인 실업 기금(unemployment insurance fund)의 회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회원인 경우(적어도 1년 이상 회원자격 유지) 에는 2016년 기준 주당 4,180 DKK까지 받을 수 있고, 지난
직장 월급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졸업생의 경우에는 이의 82%에 달하는 3,428 DKK까지 지급된다. 주
당 제한금액 설정돼 있으나, 매 2주 혹은 매 4~5주마다 주어진다. 3년 내, 최대 2년 동안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ㅇ 피고용인 보장 기금(Employees Guarantee Fund)
피고용인 보장 기금의 목적은 고용자가 파산할 시 지불되지 못한 보수에 대한 피고용인의 피해를 막는데 있
으나 기금은 각 피고용인에게 소득세 후 최고 11만 DKK를 지불한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 보장
CPR CARD(현지 주거자 신분증)를 발급 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지인과 거의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2014년부터 외교관 대상으로도 CPR CARD가 발급되기 시작했으나, 이는 행정적인 목적을 위
한 것일 뿐 사회보장 수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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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세제도
가. 세제 개황
세금의 종류를 보면 첫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이산화 탄소세, 개인의 경우
개인 소득세가 있고,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자본 소득세가 있다. 두 번째로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가
가치세(VAT), 자동차 등록세, 관세 및 여러 재화에 부과되는 소비세, 인지세,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
다. 또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개인에 대한 재산세(법인은 제외함)와 부동산 보유세가 있다. 자
본세(주식 양도세, 부유세 등), 지급 급여세 등은 없다. 국세의 충당은 간접세가 39%를 차지하고 약 61%가
직접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세금은 국회에서 제정된 세법에 의거해 부과되며, 세금은 국가, 주 및 시 단
위로 부과가 가능하다. 비록 각기 다른 정부 기관이 세금을 부과하기는 하지만 세금을 신고, 추징 및 수금하
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기업 조세
법인세
법인세는 단일 세율로 2016년 기준 22%이다. 법인세는 면세 항목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발
생한 총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덴마크에 주재하는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과세되지
만, 비 거주 기업은 덴마크에서 발생된 소득에 한해서 과세된다. 모든 덴마크 기업을 포함한 과세 가능한 영
구 설립 기관(예: 지사)을 둔 비 거주 외국 기업 은 매 세무 기간마다 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회계 연도가 4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인 법인은 늦어도 이듬해 4월30일까지 납세신고를 끝내야 하고, 회
계 연도가1월1일과 3월31일 사이에 끝나는 법인은 당해 5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통 납세 신고서 제
출은6월30일까지 연장 가능하고 그 이상의 연장도 가능하지만, 연장 사유가 구체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또
한 납세 신고서와 함께 일반적으로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 신고서를 경영진의 결제를
받고 제출하기 전에 회계사나 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세금의 부과는 기업이 제출한 납세 신고서를 근거로 현지 세무 당국이 실시하며 납세자는 세금 부과 이전에
서면 혹은 구두로 세금 액수의 변동을 가져올 사유를 표시할 수 있다. 결정이 이루어지면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며,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알린다. 납세자가 올바르게 납세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세무 당국은 추정치로 부과한다. 납세 신고서의 정보가 미흡해 세무 당국이 만족하지 않으면 추정치 혹은 임
의의 세금 부과가 이루어진다.
만약 법인이 과다하게 세금이 부과됐다고 판단할 시에는 세금 부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시 세무위
원회(Municipal Tax Board)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건을 재심사해 새로이 부
과하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재결정에 법인이 아직도 만족하지 않으면 결정이 내려지고 난 일
로부터 4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시 지자체 세금심의위원회(Municipal Tax Council)로 항소할 수 있다. 지자
체 세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또다시 8주 이내에 국립 세금 재판소(Lands skatteretten / National Tax
Tribunal)로 항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직접 출두하거나 회계사 혹은 변호사를 대신 선임할 수 있다.
그 이후의 항소 절차는 세무 당국이나 납세자의 항소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고등법원(High Court)로 넘어가
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대법원(Supreme Court)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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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에서의 항소는 이따금 회계사들의 지원을 받고 변호사들에 의해 처리된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세무
연도 5년이 지나기 전에 부과 금액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 당국은 재심사의 사유가 정당하다
고 여길 시에 수용할 수 있다. 만약 세무 당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법원으로 항소할 수 있다. 법인세
액은 별개의 고지서로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납기일은 세무 연도 이듬해 11월 1일까지이며, 납부가 11월
20일을 지나면 안 된다.
자본소득세
3년 이상 소유한 주식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자본 소득세가 면제되나 3년 미만 소유한 주식에서 소
득이 발생할 경우는 자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2015년 기준 세율은 DKK 50,600(결혼한 부부일 경우
DKK 101,200) 까지는 27%, 그 이후부터는 42% 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인 주식 소유자는 덴마
크 회사의 주식에 대해 덴마크의 자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간접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관세, 물품세, 자동차 등록세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25%이며, 관세
는 덴마크가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EU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물품세는 술, 음료, 담배, 차, 커피, 초콜릿, 물,
자동차 연료, 난방용 석유, 가스, 석탄, 전기 등에 부과된다. 자동차 등록세는 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를 구
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2015년 11월 부로 180%에서 150%로 인하됐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한편,
아이스크림(킬로당 6.98 DKK, 무설탕일 경우 5.58 DKK), 초콜렛(킬로당 25.97DKK, 무설탕일 경우
22.08 DKK) 에 대해서는 설탕의 유무에 따라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 외국 기업에 대한 조세
외국 기업 및 자사의 경우도 법인세, 이산화탄소세, 자본소득세 등은 동일하게 납부해야 하며, 간접세도 마찬
가지이다. 이 외에 지사의 본사로의 이윤 송금 시 원천징수세나 기타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외국 법인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해 22%의 원천징수세나 조세 협정에 따른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조세 협정 체결국
이 아닌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로열티에 대해서는 22%의 로열티 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 영구 설립 기관으
로 인해 발생한 덴마크 내의 산업 및 공업 이윤은 과세된다. 외국 기업의 피고용인이 판매 활동을 하면서 고
용인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주어지면 영구 설립 기관으로 간주된다. 연락사무소 혹은 대표 사무소
는 직원이 실제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면세로 활동할 수 있다.
비거주 회사에 대한 이중 과세 협정에 의해서 덴마크 내에서의 납세 의무 정도를 규정하며, 만약 협정이 없다
면OECD모델 협정과 유사한 조항에 의해서 규정된다. 협정에 의해 국내 영구 설립 기관으로 인해 발생한 산
업 및 상업 이윤에 대한 과세가 제한된다. 또한 비거주 회사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과세되지만 영구 설립
기관은 거주 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대리점이 없는 덴마크 소비자를 위한 재화의 수입은 영구 설립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윤에 대한 덴마크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비관련 대리점
(Unrelated agent) 및 독점 대리점(Sole agent)이 행하는 상업 활동은 일반적으로 외국 법인의 판매를 담
당하는 영구 설립 기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외국 기업의 피고용인이 판매 활동을 하면서 고용인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주어지면 영구 설립 기
관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결재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판매 활동은 영구 설립 기관으로 간주될 요인
이 된다. 따라서 마지막 결정이 덴마크에서 이루어 졌는지 외국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즉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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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계약이 덴마크에서 체결되면 영구 설립 기관으로 분류된다.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의 조항에 따라 지사의 이
윤중 법인세가 부과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지사에 의해 직간접으로 발생된 모든 거래 소득과 지사를 위한 자산 혹은 소유권으로 발생한 소득
- 지사와 관련된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50%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지사의 소 득과 손실을 법인세
를 위해
조정하는 방법은 거주자 회사와 같으나, 소득을 수익 공제 항목으로 손금 처리 하기 위해서는 덴마크 내에서
지사를
통한 무역만을 위한 용도여야 한다.
- 또한 외부 부채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본사로부터 빌린 부채 대한 이자 지급 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또한 재화의 구입, 광고 및 기타 보조 활동을 위한 사무실이나 고정된 장소는 납세 의무가 없으며 지사의
본사로의
이윤 송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나 기타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 덴마크 회사로부터 외국인 주주에게 배분되는 배당금 또한 28%의 원천징수세 내지는 조세 협정에 의한
세율로
과세된다. 주주총회에서 배분된 배당금뿐만 아니라 비밀 배 당금 및 파산 절차를 밟지 않는 회사로부터의 주
식,
자본의 감소로 인한 지불 그리고 파산 절차를 밟는 회사의 역년 이전의 배분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조세 협정에 의해 일반적으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원천 징수된 금액과 조세 협정에 의한 세율 차이
의 환급을
위해서는 세무 당국으로 서면 제출이 필요하며, 세무 당국은 외국인 주주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 원천징수세는 확정 세액으로서 다른 원천의 손실로 인해 감소될 수 없다. 외국인 주 주들도 이중 과세 방지
조약
체결국에 해당하면 거주자 회사의 공개된 배당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주주들은 덴마크
주식의
판매 혹은 양도로 인한 소 득에 대한 이득에 보통 덴마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회사 간 주
식 판매는
덴마크 세무 관계상 배당금으로 분류돼 과세될 수 있다.
라. 개인 조세
소득세
덴마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덴마크에 거
주하지 않은 사람은 덴마크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다. 전 국민은 소득액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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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업 기금(Labor market contribution), 또 추가로 8%를 건강 보험 기금으로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
며, 이외에 소득액에 따라 추가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2016년 기준 총 소득에서 기본 감면액
(DKK 44,000)과 기타 감면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며, 총 세율이
51.95%(교회세, 실업기금 제외)를 초과할 수 없다. 교회세가 0.43~1.40%(평균 0.7%) 인데 이는 의무 사
항이 아니고 납부하고 싶은 사람만 납부하면 된다.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는DKK 276,600를 초과하는 자산(2016년 기준)에 대해 부과되는데, 세율은 상속자가 자식, 부모 등
직계일 경우 15%, 상속자가 형제, 자매, 친척 등 기타 관계인 경우 15% 외에 추가로 25%(첫 번째 15%
감면 후의 금액에 대해)를 납부해야 하는데 총 세율이 36.25%를 초과할 수 없다. 증여세는 부부 간의 경우
금액의 다과와 상관 없이 면제되며, 직계 존속의 경우DKK 60,700을 초과하는 금액(2016년 기준)에 대해
15%의 세금이 부과되며, 기타 관계인 경우 36.25%의 세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DKK 3,040,000까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1%, 이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3%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16. 금융제도
덴마크의 금융 부문은 주로 Financial Business Act 또는 Securities Trading Act, the Act on Investment
Associations 등의 규제를 받는다. 덴마크 Financial Business Act(금융기업법안)은 금융기업들이 특히 비
교적으로 금융 지식에 취약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도덕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을 강조한다. 이 법안에
의거하면 은행은 소비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재정 상담을 제공해줄 의무가 있다. 또한, 파산 경력이 있
는 경영자를 경영직에 재직하지 못하도록 해 경영진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덴마크 은행의 재정 건전성
을 확보하고자 한다.
덴마크에서 규모가 가장 큰 3개의 은행은 단스케뱅크(Danske Bank)와 노르디아뱅크(Nordea Bank
Danmark), 유스케뱅크(Jyske Bank)이다. 세 은행 모두 북유럽을 기점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해외에도 지점을 두고 있다. 덴마크에서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은행은 코펜하겐에 본사를 둔 단
스케뱅크이다. 노르디아는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은행들을 1997년 인수합병을 통해 만든 은
행이며, 본사는 스톡홀름에 있다. 유스케 뱅크는 수도인 코펜하겐이 아닌 유틀란드 반도에 위치한 실케보그
(Silkeborg)라는 도시에 본사를 둔 은행인데, 덴마크 전국의 은행들을 인수하면서 규모를 키워나간 은행이다.
다른 EU 국가 또는 EEA 은행은 덴마크에서 EU법에 기반을 둔 EU financial passport에 따라 운영될 수 있
다. 국경을 넘는 활동에 관해서, 타 국가의 은행은 덴마크 FSA에 재정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하고 이루어 질 재
정 거래가 타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며 이루어 진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한다. EU에 속하지 않는 다른 국가 은
행들 또한 덴마크 FSA에 허가를 받은 후 운영될 수 있다. 각 은행 지점은 적어도 8백만 유로 가치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해외 지점들은 덴마크 은행들에 적용되는 Financial Business Act에서 공표
한 같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2016년 7월 15일 기준, 한국 은행 중 덴마크에 진출한 기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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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거래 및 해외 송금
일반적으로 덴마크 내에서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특별한 제한도 없
다. 다만 투자가의 거주지 국가가 덴마크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제한할 가능성은 있
다. 덴마크는 유럽 연합 가입국이지만 2000년 국민 선거를 통해 유로가 아닌 자국의 화폐인 덴마크 크로네
(Danish Krone, DKK)를 선택했다. 하지만 유로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덴마크 크로네의 화폐 가치는 유로화
에 고정돼 있어 크로네의 화폐 가치와 덴마크의 경제 상황은 유럽 연합 중앙 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의 통화 정책과 유로존의 경제상황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현재 2015년 12월 기준, 1 유로당
7.46038 크로네 ±2.25% 로 고정돼있다.
그리스 금융위기 사태등 유로존 내 금융 악재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덴마크 내에서도 크로네 화폐 가치를 유
로화에 고정하는 것을 멈추자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덴마크 중앙은행은 현재 ECB와의 사전 협의 없이 덴마
크 측에서 일방적으로 크로네 화폐 가치 고정을 멈추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초 유로화 약세가 가시화 되고, 투기자금 유입에 두손을 든 스위스가 유로대비 고정환율제를 포기하
자, 덴마크도 이를 따를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엄청난 자금의 투기자금이 몰렸으나, 덴마크 정부는 4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방어에 성공했다. (양도성 예금증서의 예금금리가 0.25%에서
-0.75% ->-0.65%, 2016년 1월) 덴마크는 유로존에 가입돼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 지역과 마
찬가지로IBAN코드(International Bank Account Number, 국제 계좌 번호)에 의거한 자금이체 방식을 사
용한다. 덴마크에서 한국 등 해외로 송금을 할 때에는 IBAN코드를 기입해야하는데, 국내 은행은 IBAN코드
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SWIFT코드와 계좌번호, 그리고 기타 은행 정보만 있으면 된다.
나. 자금 조달
덴마크 은행으로부터 대출은 다른 선진국처럼 매우 자유로우며, 대출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산이 있을
경우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자산이 없을 경우 모기업 또는 제2자의 지급 보증에 의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펜하겐 주식 시장은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주식 거래소와 더불어
NASDAQ Nordic 그룹의 일원으로 덴마크 금융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제 거래소이다. 약 153개사가 코펜
하겐 주식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덴마크의 주식거래는 채권거래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며, 약 25% 가량
의 거래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적은 나라 덴마크의 주식 거래소인 만
큼 남다른 투명성을 자랑한다.
덴마크 정부에서는 보조금, 저리대출, 비즈니스 컨설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금
융지원제도의 대부분은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분야의 사업체가 R&D관
련 자금 조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히 바이오테크, 제약,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ICT, 식품, 농업, 교통 분
야에는 더 특별히 할당된 기금이 준비돼있다. 이 기금은 약 1천만 유로 정도의 규모이다. 모든 관련 프로그램
은Vaekstiguiden 이라는 하나의 포탈(portal)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외국기업에게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
램이 총망라돼 있다. Vaekstiguiden은 중소기업 대상 덴마크 투자 펀드인 성장기금(Vækstfonden,
Growth Fund)의 하나다. 동 기금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보증(guarantee) 및 대출
금(loan)을 제공하는 한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식투자(equity investment)까
지 감행한다. 2014년 부터는 담보가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부채 금융까지 제공해주고 있다. 성
장기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Vaekstkautioner)을 해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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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은행의 손실에 대해 75%의 책임을 지게 된다. 최대 대출금액은 200만 크로네이
다.
EU의 회원국으로서 EU 차원에서 설립한 Horizon 2020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또한 덴마크 중소기업이 활
용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조금
(grant)뿐만 아니라 무료 비즈니스 코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장개발펀드(The
Market Development Fund, Markedsmodningsfonden) 및 혁신펀드덴마크(Innovationsfonden)를 통
해서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두 펀드는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기업을 지원해주는데, 시장개발펀드는
R&D가 끝나 상용화단계에 접어든 기업을, Innovation Fund Denmark는 R&D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
로 자금을 지원해준다.
다. 현금 구좌
모든 덴마크 내 거주인은 덴마크 혹은 해외에 현금 구좌를 보유할 수 있으나, 해외에 은행 구좌나 증권을 보
유하는 거주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은행 명, 구좌 혹은 예금 종류 등을 덴마크 내 거주자임을 밝히는 증
명서와 더불어 신고해야 한다. 또한, 덴마크 국세청에 예금 혹은 구좌 조사권을 위임하고, 해외의 은행 기관
이 덴마크 국세청으로 이자율 및 잔고에 대한 연간 보고 등을 승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자본 및 소득의 송금
1988년 10월 1일 이후부터 덴마크는 해외 투자나 송금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할 필요가 없어졌
다. 그러므로 덴마크 회사들은 국제 시장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법인 혹은 지사에 투
자된 자본의 본국 송금에 대한 외환 규제는 없으며 재화 혹은 서비스의 구입 및 판매, 이자, 로열티, 배당금
및 기술 자문료를 포함해, 소득의 본국 송금에 대한 규제 또한 없다. 다만 인터넷 송금시에는 은행별 내규에
따른 규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덴마크 내 최대 상업은행인 Danske Bank의 경우 1회당 100,000 크로네 송
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하루당 6회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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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비즈니스 참고정보
1 . 물가정보
(단위: 덴마크 크로네(DKK))
구분

식품류

의료비

차량관련

교통비

통신

주택
교육

숙박
임금/노무

항목

가격(DKK)

쌀 1kg

11

계란 15알

20

쇠고기 등심 1kg

100

돼지고기 등심 1kg

70

우유 1L

6

식용유 1L

12

생수 1L

8

맥주(하이네켄 330ml, 6팩)

40

담배 1갑(말보로 라이트)

50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35

현지 한식당 김치찌개 1인분

150

의료보험료(4인가족 / 1년 기준, 치과치료 제외)

36,000

병원진료비(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0

병원진료비(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조친)

500

중형승용차(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300,000

무연휘발유 1L

11

자동차 등록비

150%

자동차 의무 보험료
(2000cc신차, 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1년)

6,000

도심 1시간 주차료

29

지하철 기본요금(최소 1구간)

24

시내버스 기본요금(최소 1구간)

24

택시 기본요금

24

시내전화 요금 (3분)

0.75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33

휴대전화 요금(1분)

0.70

인터넷 월 사용료(ADSL 기준, Low Speed)

200

아파트 월 임차료(150m2,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17,000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중상급)

113,0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중상급)

121,0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중상급)

144,000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싱글)

1,5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싱글)

700

대졸 초임(중 상급 대졸, 영어구사, 초임 월 급여)

30,000

생산직 초임(학력무관 월 급여 초임)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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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가격(DKK)

매니저 급 급여(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 급여)

5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37시간

출산휴가일수
- 여성 18주 의무, 남성은 2주 의무 휴직
- 나머지 32주(추가로 14주 연장 가능)는 남녀간에
자율적으로 나눠 사용 가능

기타

52주

연간 국경일수

12일

주5일 근무 여부

유

드라이클리닝(정장 1벌 기준)

150

주: 1 US$ = 6.77 DKK(2016년 1분기 평균)
자료원: 덴마크 국립은행, 무역관 실사
작성기준일: 2016년 7월 14일 기준

2.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가. 덴마크 인력수요 현황
2015년 덴마크의 실업률은 6.2%를 기록했는데,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덴
마크 경제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보이는 총생산량의 전반적인 성장세를 잘 반영한다. 따라서,
현재 덴마크의 인력수요 현황은 구직자에게 호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연도

2011(평균)

2012(평균)

2013(평균)

2014(평균)

2015년(평균)

실업률

7.6

7.5

7.0

6.5

6.2

자료원: IMF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 중에 하나로 꼽히며, 덴마크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숙련된 고급
노동인력, 강력한 R&D분야, 유연한 노동규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장점은 무료 대학 등록금 등
덴마크 정부가 교육 분야에 쏟는 막대한 투자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또한
있는데, 특히 코펜하겐 수도권의 덴마크 회사들의 경우에는 자사의 국제경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급 외국
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덴마크 전체 외국인 근로자중 20%가 비서구권 출신이며, 이들 중엔 특히 중
국이나 인도에서 오는 이공계열 기술자들이 많다.
나. 한국인 취업 수요 및 취업가능 유망분야
한국인이 덴마크에서 취업하기에 가장 유망한 분야는 역시 IT, 엔지니어링, 생명공학 등의 분야이다. 특히 덴
마크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IT 전문가와 엔지니어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2020년에는14,000
명의 엔지니어가 부족할 전망이다. 또한, IT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력, 신입사원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덴마크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공계 출신의 한국인이 덴마크에서 취업하기에
가장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덴마크는 풍력발전산업과 제약산업의 세계적인 선두주자인 만큼, 에너지,
기계 공학, 생명 공학 전문가 등의 인력이 취업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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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에는 한국어와 덴마크어를 모두 구사하는 인력풀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 틈새를 공략하는 전략도 유망
하다. 한국과 무역규모가 큰 회사 및 한국에 투자한 기업의 경우 한국고객 및 지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한국사람을 채용하려는 수요가 있다. 또한 덴마크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들 역시 한국어와 덴마크어를 모두
구사하는 인력을 우선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 정부에서는 거주허가증을 획득한 외국인에게 무료
로3년간 덴마크어 수업을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해 덴마크어를 배우는 것이 취업 성공률을 높여줄 것이다.
다. 취업환경
취업 비자의 획득
덴마크의 취업이민 장벽은 비EU시민에게 비교적 높은 편이다. 특히, 2015년 6월 총선 이후 극우 정당이 최
대득표를 하며 보수 정부가 구성돼 이민 기준은 더욱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6년 6월
10일 부로 덴마크 정부는 그간 운영해 오던 그린카드 제도※를 폐지했다.
※그린카드 제도는 확정된 덴마크 내 일자리 없이도 덴마크에 와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줬다. 이
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교육 수준, 언어구사능력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영어, 독어 중 한 가지
이상), 적응도 (EU국가나 스위스 등지에서 학업 이수 혹은 근무경력 유무)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되는데,
100 포인트 이상을 획득하면, 거주허가 취득이 가능했다
아직까지 Fast Track Scheme과 The Pay Limit Scheme은 그대로 운용 중에 있다. Fast Track Scheme은
믿을 수 있는 회사(Danis8h Agency for International Recruitment and Integration이 인증한 회사
(certified Company)) 로부터 40만 크로네(DKK)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는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면 노동허
가권이 발급된다. 고용기간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체류가 가능한데, 고용 만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직장에 있는 한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The Pay Limit 시스템은 Fast Track Scheme과 마찬가지로 연봉이 40만 크로네 이상일 경우 고용 계약서를
제출하면 고용 기간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유효한 노동허가권이 발급된다. 고용 만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직장에 있는 한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고급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해 운영 중인 “Positive
list”시스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목록에 등재돼 있는 직업은 취업비자를 받기가 더욱 수월한데, 이 목록에
있는 직업군들은 주로 덴마크에서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문직종이다. 다음 Positive List는 2016년 7월
1일 기준이다.
직업군

상세 직업 및 필수 학력
기계공학(전문 학사 학위 이상)
건축공학(전문 학사 학위 이상)

엔지니어링

환경공학(전문 학사 학위 이상)
에너지공학(전문 학사 학위 이상)
전기공학(전문 학사 학위 이상)
IT 엔지니어(전문 학사 학위 이상)
의학 컨설턴트(석사 이상 + 덴마크 인증)

의사, 치과의사 및 수의사

의사 Medical Doctor(석사 이상 + 덴마크 인증)
의사 Hospital Doctor(석사 이상 + 덴마크 인증)
컨설턴트 의사/경력 내과 의사(석사 이상 + 덴마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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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

상세 직업 및 필수 학력
치과 의사(석사 이상 + 덴마크 인증)
수술 간호사(전문 학사 학위 이상 + 덴마크 인증)
마취 간호사(전문 학사 학위 이상 + 덴마크 인증)

건강, 의료, 간호 서비스

간호사(전문 학사 학위 이상 + 덴마크 인증)
방사선 촬영기사(전문 학사 학위 이상 + 덴마크 인증)
임상병리사(전문 학사 학위 이상 + 덴마크 인증)
IT 건축가(최소 3년 이상의 IT 교육)

IT, 통신

프로그래머, 시스템 개발자(최소 3년 이상의 IT 교육)
IT 컨설턴트(최소 3년 이상의 IT 교육)

학교 교사
교육

초/중학교 교사(전문 학사 학위 이상 + 덴마크 공식 인증)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전문 학사 학위 이상)
유아복지사(전문 학사 학위 이상)
토지 측량사(석사 학위 이상+ 덴마크 공식 인증)
약사(석사 학위 이상 + 덴마크 공식 인증)
약리학자(석사 학위 이상)
회계감사관 (석사 학위 이상)

그 외 전문직

경영 관리자(최소 3년 이상의 학사 수준의 경영학 교육)
재정 관리자(최소 3년 이상의 학사 수준의 경영학 교육)
비즈니스 분석가(최소 3년 이상의 학사 수준의 경영학 교육)
법률가(덴마크 학사학위 + 덴마크 석사학위 + 덴마크 공식 인증)
법률 카운셀러(석사 학위 이상)
심리학자(석사 학위 이상+ 덴마크 공식 인증)

덴마크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덴마크에서 석사학위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덴
마크 고용인 입장에서는 외국인으로서 현지 문화와 생활에 잘 적응할 것인지, 영어는 잘하는지 등에 대해 확
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의구심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University of Copenhagen이나 Copenhagen Business School, Denmark’s Technical
University 등과 같은 덴마크의 유명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는 것으로, 이 경우 취업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
라 취업비자 획득에도 유리하다. 덴마크 유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최소 6개월간 구직비자를 받을 수 있다.

워킹 홀리데이 제도
한국과 덴마크 간에는 워킹 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돼있어, 한국 청년 구직자가 덴마크에서 인턴쉽을 구하고
취업을 할 수 있다. 워킹 홀리데이 제도는 양국의 청년들에게 12개월간 유효한 취업·관광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비자를 신청하려면 한국소재의 주한스웨덴 대사
관에서 신청해야 하며, 덴마크 또는 제 3국의 덴마크 대사관에서 신청이 불가한 점을 명지해야 한다. 체류기
간 중 최대 3개월간 학업 및 어학연수가 가능하고, 업종의 제한이 없지만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근무
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덴마크 현지에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워킹 홀리데이 관련 정보는 Working Holiday Info Center (www.whic.kr)나 주한덴마크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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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덴마크에 유학생 신분으로 거주 허가를 받으면 제한적 취업 허가가 나오는데, 이는 덴마크 대학교에 재학하
는 외국인 학생이 일주일에 최대 15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덴마크에서는 학부나 석사 재학생
이 학교에 다니면서 일주일에 15시간-20시간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덴마크에서는 보통 이를 인턴십이
나student job으로 분류하며, 전공과 유관한 사무보조직을 구하거나 레스토랑, 바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무 환경
대부분의 덴마크인들은 원어민 수준의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덴마크어를 못할 경우에도 취업이 불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웬만한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덴마크어를 구사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며, 덴마크 고객들을 상대해야 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덴마
크어를 필수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따라서 구직 중에 덴마크어를 배울 것이 권유되는데, 실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덴마크에 장기 체류할 것을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에게 보여주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근무조건과 환경은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르고, 따라서 덴마크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현지
기업의 근무환경과 관습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덴마크에는 법정 근무시간과 최저임금이 명시돼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덴마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으며, 이러한 노동조합이 근무조건을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풀타임 일자리는 일주일에 평균 37시간을 근무하며, 노동조합 최저임금은 DKK 110/ 20달러 가
량이다. 고용주는 종업원이 초과 근무 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으며, 초과근무를 요구하면 적지 않은 비난을
받게 된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총 5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3주는 연달아 사용이 가능
하다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기업들은 서구권에서도 특별히 수평적인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사 내에
서 상사를 부를 때에도 영미권 국가들처럼 격식을 차려 “Mr./Mrs.성”으로 호칭하지 않고 이름만으로 호칭하
는 것이 일반적이고, 직급에 관계 없이 예의 바르고 친근하게 상호존중을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덴
마크에서는 개인생활과 직장생활 사이의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따라서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
의 경우 많은 덴마크 기업들이 가족들의 편의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절해주는 등의 배려를 한다. 또한,상사는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 시간을 방해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이외의 외식이나 야외 단합대회도 크리스마스 시즌
이외에는 드물다.
또한,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이룩한 나라 중 하나이며, 이는 근무 환경에도 잘 반영
된다. 아이를 출산할 경우, 산모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출산 후 14주까지의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
며, 아빠의 경우 출산 후 14주 내 2주간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그 후, 부모 모두 각각 32주간의 유급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덴마크에서는 남성도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보편화 돼있다. 동성 부부나 아이를 입
양하는 부부 역시 출산 및 육아 휴직의 혜택이 동등히 보장되며,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고용 불이익과 차별
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덴마크는 기업문화에서도 성평등이 발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신체접촉은 물론
이고 직원의 신체 및 체중, 외모, 나이, 사생활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은 굉장한 실례이며, 당사자가 느끼는
바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간주돼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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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직활동 관련 정보
덴마크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는 주로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이력서를 전달한다.
외국인이 전반적인 구직 활동을 할 시에는 www.workindenmark.dk 에서 구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학생의 경우, 덴마크의 대학교들은 Graduateland라는 구직 포털과 연계돼 있는데, 많은 수의 고용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포털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레스
토랑과 바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이력서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3. 비즈니스 에티켓
가. 비즈니스 언어
덴마크인의 76%가 모국어인 덴마크어와 함께 영어를 구사한다. 특히,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 지역에서
는 덴마크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영어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언어로써 영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사말과 감사 표현 등은 덴마크어로 알아두는 것이 용이하다.
나. 복장
덴마크 사람들은 복장에 크게 구애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공식 석상과 같은 중요한 자리는 정장 차림이 요구된
다. 일반적인 상담 때에도 가급적 정장 차림이 좋으나 불가피할 경우는 아주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깔끔한 차
림이면 된다.
다. 시간 및 약속 문화
덴마크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덴마크 기업들은 가능한 인력을 절감하려 한다. 따라서 구성원 각각이 매
우 바쁘며, 특히 회사 고위층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상담 약속을 위해서는 최소한 2주 전에 접촉하는
것이 좋다. 일단 상담 약속이 잡히면 상담 약속을 어기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2~3일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
는 것이 좋다. 덴마크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만큼 상대방의 시간 엄수 여부도 중요하게 생각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 덴마크의 일반
적인 퇴근시간은 오후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이기 때문에, 상담시간은 덴마크 사람들의 근무 시간인 오전 8
시 반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시작해, 오후 4시 반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 또한, 금요일은 대체적으로 많은
덴마크 사람들이 평소보다 근무를 일찍 마치므로(오후 3시 이전), 오후 늦게 업무와 관련한 전화 또는 상담을
시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특히 금요일 오후의 경우에는 1시 전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라. 선물문화
덴마크 사람들은 작은 저녁식사에 초대받았을 때에도 선물을 주고 받는다. 따라서 상담 때에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생일, 크리스마스 등에 축하 카드나 선물을 챙기는 것도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덴마크에서 크리스마스는 한국의 추석과 같은 개념으로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관례화 된 매우 큰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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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선물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으며, 선물의 종류로는 한국 전
통 수공예품 등 한국 전통적인 것이 좋다.
마. 인사
인사는 보통 서양식으로 하면 된다. 밝게 웃으며 인사말 또는 이름 소개와 함께 악수를 하는 방식이다. 그 외
친한 이성 사이의 경우, 포옹을 하거나 볼을 부딪치며 반가움을 표시하기도 한다.
바. 식사
덴마크 사람들은 점심시간이 30분으로 짧기 때문에 점심보다는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것 이 더 일반적이다.
점심식사는 보통 간단하게 하며, 저녁식사는 격식을 갖추어서 한다. 식당은 양식당이 무난하나 한국 음식도
나쁘지 않다. 덴마크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으로는 불고기, 갈비 등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구이와 비빔
밥이 있다. 요즘 김치가 유럽에서 건강식으로 알려지며 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인의
입맛에는 매울 수도 있으니 억지로는 권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 문화적 금기 사항
특별한 문화적 금기 사항은 없으나 덴마크 사람들의 경우 여왕과 왕실을 존경하며, 왕실에 대한 자부심이 매
우 강하기 때문에 여왕이나 왕실에 대한 나쁜 이야기는 삼가야 한다.

4.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 구하기
외국인의 주택 구입 및 임차의 경우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관계로 부동산업자를 접촉해 주택을 물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현재 코펜하겐의 임대 주택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여서 최소 2-3개월 전부터 물색하지 않으면
현지에 도착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주택 임차 시에는 3개월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요구하기 때
문에 이에 대비한 정착금을 준비해야 한다. 임차 주택의 경우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해놓아야 하는데 보통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원상복구관련 비용을 청구하며, 심한 경우 3개월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도 모자
라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원상복구 비용지불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입
주 전 주택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가격대 및 집 구조, 위치 등에 대해 사전 지식을 얻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유용
한 사이트로는 www.scandiahousing.dk(영문 제공), www.bolig1.dk, www.boligportal.dk(영문 제공),
www.dba.dk 가 있다. 각 사이트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 가입을 한 뒤 해당 부동산 사이트의 담당자를 통해
집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이트에서 집주인들이 올린 광고 등을 보고 직접 연락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최
근 들어 코펜하겐 인근에서 집 렌트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 이를 악용한 사기(주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선금으로 송금하라고 한 후 자취를 감추는 사례 등) 행각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신중하게 집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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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 절차
주택을 구하고 나면 구청(Kommune)에 가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외국인 거주 허가증(주한 덴마크 대사관 발급), 결혼 증명서, 자녀 출생 증명서 등이며 본인 및 가족 모두가
Kommune 관계자와 면담이 필요하다.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Kommune에서 CPR 카드를 발급해 주
며CPR 카드 발급과 동시에 의료 보험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 보험증은 신청 후 6주 정도면 발급 받을 수
있다. CPR 카드는 발급 승인이 난 후 4-6주 뒤에 거주지로 배달이 된다. 그 전 까지는 구청에서 CPR 번호가
적힌 서류를 발급해주는데 카드가 정식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서류로 대부분의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다. 구좌 개설
은행 구좌 개설시 CPR 번호와, 여권, 의료보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CPR 카드를 받기 전까지 Kommune
에서 임시로 발급하는 CPR 번호와 거주지가 표시된 서류가 있으면 대체가 된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6개월이
상 거주해야 구좌 개설이 가능한데 3개월 정도의 단기 체류시 특수한 업무일 경우도 은행에 따라 개설이 가
능하다. 은행 구좌 개설 시 달러 구좌와 덴마크 크로네 구좌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다. Dan Card 단말기가
전국적으로 일반화 돼 있으므로 덴마크 크로네 구좌 개설 시 Dan Card (현금카드)와 VISA 겸용 카드를 신청
하는 것이 물품 대금 지불하는데 용이하다. 카드를 신청하면 보통 분기별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청구되는
데 보통 분기당 90 크로네 내외이다. 카드는 보안을 위해 카드가 먼저 발송된 후 2~3일 후에 비밀번호가 담
긴 메일을 발송한다. 이 두 개의 메일을 수령하면 은행에 전화를 걸어 카드를 활성화 하면된다. 한편, 은행에
직접 방문해 텔러를 이용할 경우 단스케 뱅크의 경우에는 회당 40크로네가 서비스 수수료로 청구되므로 가
급적 인터넷 뱅킹이나 ATM 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라. 전화 신청
신규 무선통신전화 가입을 위해서는 CPR과 여권이 필요하다. 거주증(residence permit) 을 요구하는 경우
도 있으니 이를 지참하는 것도 좋다. 개통비로 약 100 크로네를 납부해야 하고, 전화세는 요금제(최소 130
크로네)에 따라 월별로 청구된다. 참고로, 무선통신전화기로 한국에 전화를 걸 경우 매우 비싸기 때문에(할
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분당 15 크로네),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현지 거주자가 한국에
Collect call로 전화를 희망할 경우에는 (8001+ 0382)를 누르면 한국어 안내가 나온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더 쉬운 방법으로는 lebara 유심(USIM)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세븐일레븐 등의 편
의점에 가면 29크로네에 lebara 유심을 구입할 수 있다. 유심을 사서 휴대폰에 장착한 후, 구입한 세븐일레
븐에서 바로 금액을 충전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충전이 가능하다. 요금제는 3가지 옵션이 있는데, 10시
간통화/30GB 데이터/무제한 문자메시지 (99kr), 12시간통화/30GB 데이터/무제한 문자메시지 (149kr),
15시간통화/30GB 데이터/무제한 문자메시지 (199kr)로 구성돼 있다. 단 LTE는 서비스 되지 않으니 빠른
인터넷을 원한다면 현지 통신사에 가입해야 한다.
마. 운전 면허
운전 면허는 즉각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단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 오는 것이 좋다(유효기간
1년). 덴마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사와 약속을 정해, 건강증서(Health
Certificate)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발급받으면, 하단의 서류를 지참해 Kommune 내 Borgerservice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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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서 + 여권 사진 1매
- 거주 증명서가 있는 여권 + 해당 면 복사본 1부
- CPR 넘버
- 한국발급 면허증 + 국제면허증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추가로 필기나 실기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운전면허 교환 수수료는
2016년 기준 280 크로네이다.
바. 비품 구입
현지 상점들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을 한다. 토요일은 영
업을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오후 2시까지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
주요 상점 리스트
- NETTO: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주택지에 가까운 곳에 매장을 많이 갖고 있어 이
용에 편리하다.
- INCO: 이용 카드가 있어야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각종 육류, 생선, 채소류, 부엌 음식물 등이 주종
을 이루는 도매 상가이다. 외교관 신분증을 소지했거나, 상점을 운영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 기타 Irma, Bilka, Føtex, Brugsen, Meny, Fakta, Aldi, Lidl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 가구류는 IKEA, ILVA, IDE MØBLER, JYSK,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매년 1회 Bella Center에서 개최되
는 가구 전시회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사. 자동차 구입
덴마크는 부가세가 25% 자동차 등록세가 수입 가격의 150%(DKK82,690까지는 105%, 그 이상은
150%)이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 가격이 우리나라의 약 세 배에 달하므로 이를 감안해 정착금을 충분히 준비
해야 한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신차의 경우 먼저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모델의 자동차 가격을 비교해
적절한 차종을 결정하고, 차종이 결정되면 관련 자동차 딜러를 접촉해 구입하면 된다.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동차 딜러를 접촉해서 구입하는 것이 손 쉬운 방법이나 가격이 약간 비싸다.
CPR 번호가 있어야, 자동차 구매가 가능하며 한국과는 달리 대부분 자동차가 수동기어이기 때문에 오토매틱
기어를 구매하려고 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당장 딜러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오더 후 독일 등 해외에서 자동차가 생산돼 수입되기 때문에 딜리버리까지 최소 3개월에서 3개월 반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광고를 통해 직접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면 딜러로부터 구입할 때보다 조금 낮은 가격
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반드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을 통해 중고 차를 거래하는 www.bilzonen.dk, www.biltorvet.dk 등의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도 도
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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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교육
만 7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9년간의 초등 교육이 의무적이며 의무교육 이후 3년간의 고등학교(인문계 및 실
업계) 과정 및 대학과정의 취학이 가능하다. 대학까지의 모든 학비는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다. 현지 거주비자
획득 후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덴마크학교 또는 국제학교 중 선택이 가능하며 덴마크 학교의 경우 수업료
가 전액 면제되며 모든 교육은 덴마크어로 진행된다. 3년 정도 한시적 체류자의 자녀들은 대부분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교육은 영어로 진행된다. 국제학교 입학은 덴마크에서 거주 획득한 후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
입학하게 된다. 국제학교로는 Copenhagen International School, Ryggards School, Østerbro
International School 등이 있다. Copenhagen International School의 경우 처음 입학할 때는 입학서류
제출 시 신청료(Application Fee)로 2,500덴마크 크로네를 내야하며, 등록금으로 25,000 덴마크 크로네,
행정처리비용(Administration Fee) 2,000 크로네를 납부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수업료만 내면 되는데
2016/2017학년도 연간 수업료는 아래와 같다.(단위 : DKK)
Pre-Kindergarten(K1, K2): 142,000
Kindergarten : 113,000
1학년-5학년 (Primary School): 113,000
6학년-7학년 (Middle School): 121,000
8학년(Middle School) : 128,000
9학년 (Middle School): 132,000덴마크 크로네
10학년(Senior School): 144,000덴마크 크로네
11학년-12학년(Senior School): 160,000덴마크 크로네
국제학교 현황
학교명

주소

전화

팩스

E-Mail

Copenhagen
International School
(CIS)

Hellerupvej 22-26,
2900 Hellerup

(+45)3946
3300

(+45)3961
2230

cis@cisdk.dk

Rygaards School

Bernstorffsvej 54,
2900 Hellerup

(+45)3962
1053

(+45)3962
1081

admin@rygaards.com

Østerbro International
School

Præstøgade 17,
2100 København

+45 70 20
63 68

-

info@oeis.dk

이 밖에 오후스 등 덴마크 내 여타 도시에도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다.
자. 생필품 조달
생필품은 주요 슈퍼마켓(Fakta, Super Brugsen, Kvickly, NETTO, Fotex, Bilka, ISO, Matas 등)에서 매우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소량으로 구매 시 세븐 일레븐과 같은 편의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 과거 대부분
의 슈퍼마켓들이 오후 6시에 문을 닫고 주말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으나, 최근 2-3년 대부분의 슈퍼마켓의 영
업시간이 점점 길어지며, 덴마크 사회에도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덴마크 슈퍼마켓인 Fakta,
Netto 등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한다. 시내 중심가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관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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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소규모 슈퍼마켓(Fakta Express, Døgn Netto, Irma City)도 있다. 보통 자정
까지 영업을 하며, 이런 슈퍼마켓에서는 동일 제품을 약간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지만, 급한 경우 이용하면
편리하다.
차. 한국 식품 조달 여건
덴마크는 인근 독일과 달리 한국 전문 식품점이 없어 인근 함부르크의 한국 식품점에서 조달하는 경우
(www.kjfoods.de에서 온라인 주문)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계 마켓에서 고추장, 된장, 라면, 참
기름, 조미료 등을 판매하고 있어 이전보다 한국 식품 구입이 편리해졌으며, 독일 온라인 판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가격은 한국에 비해 3-5배 정도 비싼 편이다. 배추, 무 등의 채소와 과일 등은 터키인, 아프가니스탄 인
들이 운영하는 마켓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한국 식품 구입이 용이한 매장은 다음과 같다.
ㅇ Den Kinesiske Købmand (중국 식품점)
- ADD : Nørre Voldgade 54, 1358, Copenhagen
- TEL : (45) 3314 3361
- Opening Hours: 월-금 10:00~18:00, 매월 첫째 주와 마지막 주 일요일 10:00~16:00
- 코펜하겐 시내 중심인 Nørreport 역 근처에 위치해 있음
이외에도 코펜하겐 중앙역 뒤편에 아시아 마켓들이 많이 있어 한국 식품을 찾을 수 있다.
카. 병원 이용 및 의약품 구입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CPR(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 카드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는 무
료로 받을 수 있다. 병원을 이용하는 절차는 우선 지정 받은 홈닥터로부터 1차 진료를 받은 후 이 의사의 지
시에 따라 전문의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정 받은 홈닥터의 주소와 연락처는 CPR 카드에 표
기돼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약 처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Copenhagen Emergency Doctor Service
(+45 70 13 00 41)로 연락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 연락처는 지역별로 다르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번호
는 1813이다.
응급 상황일 경우는 112에 전화하거나 바로 종합 병원의 응급실로 가면 된다. 매우 응급한 상황이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무료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Apotek)
에 가면 약을 구입할 수 있는데, 덴마크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인 편이
므로 처방전을 지참하고 가는 것이 좋다. 휴일 없이 24시간 문을 여는 약국은 그리 많지 않으나 코펜하겐 시
내 중심부에 두 곳이 있다. 위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ㅇ København Steno Apotek
- 주소: Vesterbrogade 6C, DK-1620 København V.
- 전화: (+45) 3314 8266
ㅇ København Sønderbro Apotek
- 주소: Amagerbrogade 158, DK-2300 København S.
- 전화: (+45) 325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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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쇼핑 관련 정보
코펜하겐에서 제일 유명한 쇼핑 장소는 콘겐스뉘토르(Kongens Nytorv) 광장과 시청 사이에 위치한
Strøget(영문명 Walking street)로 이곳에는 Magasin 백화점, Illum 백화점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Porcelain 제품으로 유명한 Royal Copenhagen, 은 제품으로 유명한 George Jensen (게오르그 옌센), 사
가 밍크, 호박(Amber), 덴마크 고급 신발인 ECCO등을 판매하는 유명 상점이 밀집해 있다.
주요 쇼핑 센터 및 상점
쇼핑 센터 및 상점

주소 및 전화번호

비고

Magasin du
Nord

Kgs. Nytorv 13, København K
+45 33 11 44 33

고급 백화점, 디자인 패션, 브랜드 의류,
구두, 속옷, 가방, 보석, 시계, 모자, 스
포츠, 여가

ansk Møbel
Kunst

Bredgade 32, København K
+45 33 32 38 37

덴마크 디자인 가구

Dyrberg/Kern

Niels Hemmingsens Gade 4,
København K +45 33 93 73 77

덴마크 디자인 보석, 시계, 의류

Ecco

Østergade 55, København K
+45 33 12 35 11

덴마크 디자인 구두, 신발, 어린이 신발,
의류, 패션

GAD - Strøget

Vimmelskaftet 32, København K
+45 33 15 05 58

도서, 문구, 음악, 비디오

Georg Jensen

Amagertorv 4, København K
+45 33 11 40 80

덴마크 조지 앤슨 디자인 보석, 시계

Illums Bolighus

Amagertorv 10, København K
+45 33 14 19 41

고급 덴마크와 유럽 디자인 가구, 램프,
유리 디자인, 부엌 기구, 수제품

Illum

Østergade 52, København K
+45 33 14 40 02

고급 백화점, 디자인 패션, 브랜드 의류,
구두, 속옷, 가방, 보석, 시계, 모자, 스
포츠, 여가

Br Legetøj,
Strøget

Frederiksberggade11, København K
+45 33 13 74 70

덴마크 체인 상점 장난감, 게임

Dansk
Håndværk

Kompagnistræde 20, København K
+45 33 11 45 52

덴마크 전형적인 수제품 상점

Royal
Copenhagen

Amagertorv 6, København K
+45 33 13 71 81

덴마크 고급 식기류 및 자기

Fisketorvet

Kalvebod Brygge 55
København V
+45 27 52 90 28

대형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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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여건
가. 주거여건
덴마크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집을 구하는 것이다. 특히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거주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집을 구한 후에야 거주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우선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덴마크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 중개소를 접촉할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
서는 온라인 부동산 포털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온라인 부동산 포털에는 집주인이 직접 매
물을 올리거나 중개소가 매물을 올리는데,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덴마크에 도착하기 전부터 부동산 시장 정
보를 알아볼 수 있다.
부동산 중개소
ㅇ Nybolig
- TEL: +45 44 55 63 00
- 홈페이지: http://www.nybolig.dk/
ㅇ Boligmægleren
- TEL: +45 35 36 14 14
- 홈페이지: http://www.boligmaegleren.dk/
부동산 포털사이트
ㅇ Bolig Portal
- 홈페이지: http://www.boligportal.dk/
ㅇ DBA
- 홈페이지: http://www.dba.dk/boliger/
최근에는 집 계약 시 임대인들이 임차료 세 달치 이상을 보증금으로 요구하는데, 이는 임대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의할 점은 계약 해지 시 임대인들이 집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
으며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한인들이 많다. 수도 코펜하겐은 유럽 각지에서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이
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 몰려들어 주택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따라서 임차료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
다. 도심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비싼 가격에 비해 낡고 좁은 경우가 많아 보통 가족 단위로 이주하는 외국인
들은 비교적 주택난이 심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의 겐토프트(Gentofte), 헬러럽(Hellerup), 륑뷔(Lyngby)등
코펜하겐 근교 수도권 지역에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헬러럽에는 대사관이 밀집되어있고 코펜하겐
국제학교(Copenhagen International School)가 위치해 있어서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러
한 교외지역에서 코펜하겐 도심까지 가는 데에는 전차로 2-30분 가량 소요된다. 집 임차료는 위치와 크기에
따라 월 600달러에서 6,700달러까지 천차만별이며 1,500~3,700달러 정도의 수준이면 외국인 거주지역
에 보통 마음에 드는 수준의 집들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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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여건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로는 Copenhagen International School과 Rygaards International
School 그리고 Østerbro International School 등이 있다.
ㅇ Copenhagen International School
- 주소: Hellerupvej 22-26, 2900 Hellerup
T - EL: +45 39 46 33 00 / FAX: +45 39 61 22 30
- E-Mail: cis@cis.dk
- Web-Site: http://www.cis-edu.dk/
연간학비
(단위: 덴마크 크로네)
구분

2016/2017

Application Fee

2,500

Registration Fee

25,000

Administration Fee

2,000

Pre-Kindergarten

142,000

Kindergarten

113,000

Grades 1-5

121,000

Grades 6-8

128,000

Grade 9

132,000

Grade 10

144,000

Grades 11-12

160,000

(학비는 연간학비로, 교재와 수업에 관련된 각종 활동 비용이 포함되며, 점심비, 방과후 활동비, 스쿨버스등
은 별도 부담이다.)
CIS에는 약 70개국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데, 대사관 밀집지역인 헬러럽에 위치해있어 외교관 자녀들이 많다.
미국, 덴마크 학생의 비율이 각각 20%를 차지하여 가장 높다. 그 뒤를 이어 영국 학생이 13%를 차지하고
있다. 캠퍼스는 헬러럽과 코펜하겐 시내 두 군데에 있는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헬러럽 캠퍼스에서 수업
을 하고 중고등학생은 코펜하겐에 있는 캠퍼스에서 수업을 한다.
ㅇ Østerbro International School
- 주소: Præstøgade 17, 2100 København Ø
- 학비: 24,600덴마크 크로네/1년 (점심, 특별활동비, 교통비, 교제비 제외)
- TEL: +45 70 20 63 68
- E-Mail: info@oei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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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Site: http://www.oeis.dk/
ㅇ Rygaards International School (영국계 기독교 학교)
- 주소: Bernstorffsvej 54, 2900 Hellerup
- 학비: 31,075덴마크 크로네/1년(점심, 특별활동비, 교통비, 교제비 제외)
- TEL: +45 39 62 10 53
- FAX: +45 39 62 10 81
- E-Mail: admin@rygaards.com
- Web-Site: http://rygaards.com/
다. 의료여건
덴마크는 무상 의료복지로 유명한 나라이며, 덴마크 국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거주허가증이 있으면 무료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약값도 미국등의 국가에 비해서 비싸지 않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러
나 한국과는 달리 예약이 필수이며, 지역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응급한 상황에서는 수
도권의 경우 1813번으로 전화를 걸면 된다.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의 경우 112번으로 전화를 걸어도
된다)
라. 그 외 생활여건
덴마크는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복지제도가 탄탄한 나라로 유명하다. 그 명성만큼 덴마크에서 생활하
다 보면 훌륭한 복지제도와 자연 친화적인 도시 디자인, 안정적인 사회안에서 사람들의 삶에 깃들어 있는 여
유를 발견할 수 있다.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은 무인 메트로(Metro)가 수시로 운행되며 도시 전체가 잘 연
결되어 있다. 메트로외에 S-tog(기차)나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같은 승차권으로 한 시간 내 자유로운
환승이 가능하다. 그러나 덴마크에서 가장 보편적인 교통수단은 자전거라고 할 수 있다. 남녀노소, 직업에 상
관없이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및 통학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수도인 코펜하
겐은 자전거 교통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신호등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전거 운전 시 안전이 보장되며, 자전거는 목적지에 가장 빠르고 쉽게 도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북유럽의 비싼 물가에서 덴마크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높은 인건비로 인해 서비스 관련 업종이 특히 비싸다.
외식문화 또한 매우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덴마크인들은 평소 외식을 즐겨 하지 않으며, 집에서 요리를 함
께 해먹는 문화이다. 마켓의 재료들이 신선하고 종류가 다양하고 유기농 제품도 많으므로 장을 봐서 요리를
직접 해먹는다면, 비교적 값싸게 고품질의 요리를 즐길 수 있다. 한국마켓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중앙역
근처에 위치한 아시아 마켓, 혹은 중국 마켓에서 고추장, 라면, 떡 등 한국 식 재료 구매가 가능하다.
덴마크는 노동 근로 조건이 잘 갖추어져있어 한국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가 행복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주 5
일 평균 37시간 근무하며, 점심시간은 보통 30분으로 짧지만 8시반에서 9시 사이에 출근해 주로 3시반에서
5시 사이에 퇴근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안락한 삶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상점이 일찍 문
을 닫고,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진행이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편할 때도 있다. 특히, 금요일은 점심 이
후가 되면 대부분의 사무실이 업무를 정리하기 때문에, 업무상 방문 및 연락은 오전 중으로 마치는 것이 효율
적이다. 도시 곳곳에 공원 및 쉼터가 많이 존재하여 많은 시민들이 조깅과 가벼운 운동을 즐긴다.

132 / 160

덴마크 국가정보
여름과 겨울의 일조량 차이는 한국에 비하여 매우 크다. 한 여름에는 해가 4시30분 경 떠서 밤 11시30분 쯤
지는 것에 반하여, 한 겨울에는 해가 9시경에 떠서 4시면 진다. 따라서 긴 겨울을 지나고 여름에 햇빛이 나면
덴마크인들은 모두 야외로 나와 해를 즐기고 가벼운 산책 또는 소풍을 한다. 구름 낀 날씨가 많고 햇빛이 자
주 나지 않기 때문에 덴마크인들은 해가 나면 매우 기뻐한다. 우울해 지기 쉬운 어둡고 바람 부는 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가족 및 친구와 실내에 모여 식사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며 여가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크게 발
달해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수록 가족단위 또는 이웃과 친구와 서로의 집에서 파티를 즐기는데,
1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크리스마스 점심(또는 저녁)라고 불리는 덴마크 전통 크리스마스 파티가 진행된
다.
주요(긴급) 연락처
코펜하겐 경찰서: 45-3314-1448
코펜하겐 병원응급실: 1813
응급구조대: 112
주한덴마크 대사관: 45-3946-0400

6. 취항정보
가. 항공편
한국과 덴마크 간에는 직항 노선이 없어, 한국 주변국인 중국, 싱가포르, 일본이나 중간국인 러시아, 카타르,
또는 덴마크 주변국인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폴란드(2016년 10월 19일 부로 취항 개시) 등을 경
유해 가야 한다. 항공편은 SAS(스칸디나비아 항공), 핀에어, 브리티시항공, 에어프랑스, KLM, 러시아항공,
오스트리아 항공 등 유럽항공을 이용하거나, 타이항공, 터키,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항공, 카타르 항공, 폴란
드 항공 등을 이용하면 된다. 유럽 쪽 항공사는 대부분 세율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편이나, 항공편 가격
은 시시각각 변하므로, 자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비행시간은 경유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약 1216시간 정도 소요된다. 우리나라 대한항공의 경우 유럽의 주요 경유지는 파리, 암스테르담, 취리히, 프랑크
푸르트, 헬싱키, 프라하 등이다.
취항 항공사 리스트
SAS (www.sas.com)
Finn Air (www.finnair.com)
KLM (www.klm.com)
Air France (www.airfrance.com)
Thai Airways (www.thaiairways.com)
British Airways (www.britishairways.com)
Swiss Air (www.swissair.com)
Czech Airlines (www.czechairlines.com)
Lufthansa (www.lufthansa.com)
Aeroflot (www.aeroflot.com)
Korean Air (www.korea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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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tar Airways (www.qatarairways.com)
LOT Polish Airlines (www.lot.com): 2016년 10월 19일 부로 취항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방법
공항에서 목적지 가는 방법으로는 택시, 기차(전철),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택시는 공항에 항상 대기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며, 바가지 요금 우려는 전혀 없다. 공항 이외의 지역에서는 택시를
전화로 부를 수 있으며 노상이나 택시 주차장에서 승차가 가능하다. 택시 합승은 불가능하다. (코펜하겐에서
의 택시Call 전화: 3535 3535, 7025 2525) 택시 서비스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전화로 호출 시 5분 이내
에 이용할 수 있으며, 택시 정류장이나 도로에서 빈 택시(FRI 표시)에 승차할 수 있다. 2015년 7월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24크로네(콜택시는 37크로네)이며, 킬로미터당 15.25크로네이다.
단, 코펜하겐 지역에서 금, 토요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할증이 붙어, 기본요금이 각각 40크
로네(콜택시인 경우, 50 크로네)에서 시작한다. 평일 주간(월~금, 아침 7시~오후 4시)에는 1km당 15.25
크로네가 추가되며, 금, 토요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1km당 19.15 크로네가 추가된다. 택시
승차 시 대기 요금은 분당 7 크로네로, 도로교통 사정으로 인해 택시가 멈추어야 하거나 매우 느리게 움직여
야 하는 경우에도 이 요금이 적용된다. 택시 차량 외부에 자전거나 기타 화물을 싣고 가는 경우에 각각 20 크
로네씩 요금을 내며, 짐을 싣고 내리는 데 기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기사가 수고료 20 크로네를 요구할 수 있
다.
기차나 전철(S-tog)을 이용할 경우 공항 0층(한국식 1층)의 기차 표지판을 따라가면 지하에 있는 전철 승강
장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지하철(Metro)은 공항 1층(한국식 2층)에서 승강장으로 연결이 돼 있다. 버스는
공항 건물 앞의 정류장에서 탑승이 가능하다. 전철과 지하철, 버스는 상호 환승이 가능하며 거리에 따라 구간
이 정해져 있다. 전철 및 버스 요금은 2구간에 기본 요금 24 크로네이며, 하나의 티켓으로 한 시간 내에 전철
과 지하철, 버스를 추가 요금 없이 환승할 수 있다.
공항에서 코펜하겐 시내 이동
코펜하겐 국제공항은 코펜하겐 시내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택시를 이용할 경우
20분 정도면 도심에 진입할 수 있다. 요금은 약 200-250 크로네로 40~50달러 정도이다. (평일 아침 7시~
오후4시 기준) 코펜하겐 공항에서 전철이나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시내까지의 소요 시간은 13분 내외이며
요금은2015년 기준으로 편도 36 크로네다. 만약 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제2터미널 앞에서 250S 또는
5A를 이용 해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데 코펜하겐 중앙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내외이며 요금 은 36
크로네로 기차와 동일하다(기차,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 1시간 이내로 가능함). 덴마크는 시내를 중심으로 해
숫자로 구역을 구분했는데 시내 중심부가 1구역이며 이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북쪽이 2구역, 남쪽이 3구
역, 공항 부근이 4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원칙적으로 공항인 4구역에서 2구역에 위치한 곳으로 가야 할 경우
4,3,1,2, 총 4개의 존을 지나가야 하지만 3존 티켓으로 다닐 수 있다.
나. 선박
덴마크항구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항하는 라인은 없으며, 대부분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나 독일의 함부르크
를 통해 운항하고 있다. 총 소요일수는 약 45일 정도이며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덴마크로부터 한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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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TO PORT 요금은 약 10,800 크로네(약 2,250달러) 정도이나 반대의 경우, 즉 한국에서 덴마크까지
의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다. 기차 이용
기차를 이용해 지방 도시를 가고자 하는 경우 어떤 기차 정류장에서든 가능하다. 덴마크 와 덴마크 내 주요
도시를 잇는 열차의 소요 시간과 요금은 아래와 같다.
덴마크 내 주요 구간 열차 소요 시간 및 운임(2015년 기준)
구분

소요 시간

일반석 요금(DKK)

DSB1(DKK)

Copenhagen-Odense

1시간 31분

276

442

Copenhagen-Aarhus

3시간 12분

382

611

Copenhagen-Herning

3시간 11분

382

611

Copenhagen-Esbjerg

2시간 58분

382

611

Copenhagen-Frederikshavn

5시간 42분

445

712

기차 여행시 꼭 예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장거리 여행 일반석의 경우 미리 좌석을 예약해 두는 것이
권장된다. (예약비: 30덴마크 크로네).
이외 덴마크 내 교통과 관련된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덴마크 기차: www.dsb.dk
덴마크 전철: www.dsb.dk/s-tog
덴마크 지하철: www.m.dk

7. 출입국 및 비자제도
가. 비자 면제 협정
한국과 덴마크 간에는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돼 관광객(90일 이내 체류)은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 그
러나 장기 체류 (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혹은 제3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해야 하며, 덴
마크에 도착한 후 관할 거주 등록소(CPR Office)에 체류 신고를 해야한다. 덴마크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노
동 허가권(Work Permit)은 입국 전 주한 덴마크 대사관을 통해 사증과 함께 신청 해야 하며, 유학생의 경우
학기 중에는 일정 한도를 넘지 않는 파트타임으로,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권을 거주
허가권(Residence Permit)과 함께 받을 수 있다. 2011년부터 한-덴마크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이 발효돼,
양국 18-30세의 청년들은 상대 국가에서 1년 동안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입국 후 바로 취업할 수 있으며, 수
시 입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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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
아래 9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서 접수시 신청자는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 주요 거주 목적은 워킹 홀리데이여야 한다.
- 신청시 신청자의 나이는 18~30세여야 한다.
- 가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 신청자는 덴마크 워킹 홀레데이 거주 허가증 소지자가 아니어야 한다.
(※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생에 한번 발급받을 수 있다.)
-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한다.
- 돌아오는 비행기표나 표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 숙식 비용 지불을 위해 15,000 크로네 정도의 충분한 재정이 덴마크 거주 시점부터 있어야 한다.
- 신청자는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이 있어야 한다.(자료원: 노르웨이 비자 신청센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노르웨이 비자신청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비자신청서 1부(덴마크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여권 원본 및 복사본 각 1부, 여권용 칼라사진
2매, 자신명의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1부 (15,000 크로네 이상 보유, 넉넉히 USD2,400, 280만원 가량),
영문 보험증권 원본/사본 각 1부, 영문 항공권 예약증 1부, 신청수수료 및 신청비(현금으로 총 578,000원
납부) 등이다. 먼저 전화로 예약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최소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노르웨이 비자신청 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5층,
전화: 070-4044-0599
휴일: 토, 일요일, 한국공휴일, 부활절 연휴, 크리스마스 등
근무 시간: 09:00~16:00(점심시간 13:00~14:00)
비자 발급 소요 기간: 1~3개월 중 이메일로 비자 발급(하계휴가와 맞물릴 경우 비자발급기간이 지연되는 경
우가 많음)
다. 노동허가권 (거주허가권은 자동 획득) 획득 방법
ㅇ Fast Track Scheme
믿을 수 있는 회사(D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Recruitment and Integration이 인증한 회사
(certified Company)) 로부터 40만 크로네(DKK) 이상(2016년 기준)의 연봉을 받는다는 고용계약서를 제
출해야 한다. 고용 기간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체류가 가능한데, 고용 만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같은
직장에 있는 한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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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The Pay Limit Scheme
Fast Track Scheme 과 마찬가지로 연봉이 40만 크로네 이상일 경우 고용 계약서를 제출하면 고용 기간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유효한 노동허가권이 발급된다. 고용 만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직장에 있
는 한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ㅇ Positive List
덴마크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엔지니어, 건축기사, 의료진(의사, 간호사 등) 등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한 직
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노동허가권을 내주고 있다. 세부 직업 내역은 웹사이트
(www.nyidanmark.dk)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Fast Track Scheme와 마찬가지로 연봉 등 세부 계약 조
건이 명시된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면 고용기간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체류가 가능한 영주권이 나온다. 고용
만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직장에 있는 한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ㅇ Start-up Denmark(self-employment)
덴마크 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이 지정한 전문가 패널이 사업 아이디어를 승인 했다는 전제 하
에 신청이 가능하며, 덴마크 경제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허가권이 발급된
다. 레스토랑, 소매점, 무역업 등은 동 허가권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2명이 신규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허가권 유효기간은 2년으로, 만료시 3년을 주기로 갱신이 가능하다.
ㅇ Greencard Scheme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일반영주권 발급은 2016년 6월 10일 부로 폐지됐다. 노동허가권(거주허가권) 타
입을 결정했다면,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www.nyidanmark.dk 로 가서 상
단의 Forms를 클릭하면 Apply online 화면으로 연결된다. 이를 누르면, Guide to Online application
orms로 연계되는데, 이중 Danish residence Permit을 클릭하면 된다.
다. 방역: 불요
라. 출입국 절차 및 유의 사항
출입국 시 별도의 유의 사항은 없다. 출국 시 여권 및 항공권 검사, 보안 검사를 거쳐 출국할 수 있다. 최근 항
공기 탑승 시 보안 검사가 강화돼 기내 휴대 반입이 금지 되는 물품들이 많아졌으며 액체류의 경우에는 용기
당100ml를 넘으면 기내에 반입할 수가 없고, 짐으로 수화물칸 반입만 가능하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 위
험이 있어 수하물로 부친다 할지라도 최대 2개만 부칠 수 있고, 기내 반입은 1~2개 내외로 제한된다. 입국
시에는 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상 남은 여권 제시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EU 국가를 거쳐 덴마크로 입국할
때에는 경유국에서 입국심사가 이뤄져, 덴마크에서는 별도의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
마. 세관 신고
휴대품 과다 반입 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18세 이상 성인 1인당 양주 1병, 담배 200개피 이상 휴대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총기류, 탄약,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은 반입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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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광, 호텔, 식당, 통역
가. 호텔
코펜하겐은 호텔 숙박료가 매우 비싼 도시이며, 대부분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예약을 선호한다. 호텔 검색
및 예약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저렴한 점을 참고해 예약하길 바라며, 호텔 요율은 비수기 및 성수기,
이 외 예약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음은 코펜하겐의 주요 호텔 정보이다.(요율은 시즌에 따라 변경가
능)
덴마크 코펜하겐 호텔 정보 (1)
호텔명

Copenhagen
Marriott Hotel

Copenhagen
Admiral Hotel

주소 및 연락처
Kalvebod brygge 5,
DK-1560 Copenhagen V.
전화번호: (+45) 8833-9900
팩스: (+45) 8833-9999
www.marriott.dk
Toldbodgade 24,
DK-1253 Copenhagen K.
전화번호: (+45) 3374-1414
팩스: (+45) 3374-1416
www.admiralhotel.dk
Banegaardspladsen 4,
DK-1570 Copenhagen V.

Hotel Astoria

Best Western
Hotel City

Hotel Østerport

전화번호: (+45) 3342-9900
팩스: (+45) 3342-9999
www.hotelastoria.dk
Peder Skrams Gade 24,
DK-1054 Copenhagen K.
전화번호: (+45) 3313-0666
팩스: (+45) 3313-0667
www.hotelcity.dk
Oslo Plads 5,
DK-2100 Copenhagen Ø.

138 / 160

비고

도심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해변
에 있으며,
코펜하겐의 최고급 호텔임

덴마크 여왕이 거주하는 아말리엔 궁에 가
깝고, 해변에 위치한 고급호텔임

코펜하겐 중앙역 바로 옆에 있는 호텔로서
중급 호텔에 속함

코펜하겐무역관 부근에 위치해 있는 호텔
로서 중급에 속하나 객실 수가 적은편

코펜하겐 Østerport역 주변에 있는 호텔
로 인어공주 동상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
함

덴마크 국가정보
덴마크 코펜하겐 호텔 정보 (1)
호텔명

주소 및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45) 7012-4646
www.hotelosterport.dk/da
Mitchellsgade 14,
DK-1568 Copenhagen C.
CABINN City

중앙역 근처에 있으며,
코펜하겐 시내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투숙할 수 있는 호텔임

전화번호: (+45) 3346-1616
팩스: (+45) 3346-1717
이메일: city@cabinn.com
www.cabinn.dk

아래 호텔 정보는 할인가 적용이 가능한 호텔로 요율은 시즌에 따라 변동이 있다.
(덴마크크로네 기준)
덴마크 코펜하겐 호텔 정보 (2)
호텔명

Radisson Blu
Scandinavia
Hotel

주소 및 연락처

요율

Amager Boulevard 70,
DK-2300 Copenhagen S.

DKK1,295/Single
DKK1,495/Twin
※조식 미포함

전화번호: (+45) 3396-5000
팩스: (+45) 3396-5500
www.radissonblu.com
/scandinaviahotelcopenhagen

조식(1인) DKK185

비고

도심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나 벨라센터
(Bella Center)전시장에 가깝
고 코펜하겐에서는 고급 호텔
에 속함

DKK857~1,814/Single
Vester Farimagsgade 9, DKDKK1030~1,944/Twin
1606 Copenhagen V.
도심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고
※조식 미포함
급호텔에 속하나 상기 호텔과
Imperial Hotel
비교할 때 수준이 떨어지는 편
전화번호: (+45) 3312-8000
임
팩스: (+45) 3393-8031
조식(1인) DKK170
www.imperialhotel.dk

Hotel Opera

Tordenskjoldsgade 15,
DK-1055 Copenhagen K.

DKK1025~1,362/Single
코펜하겐무역관 부근에 위치
DKK1250~1,587/Twin
해 있는 호텔로서 중급에 속함
※조식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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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코펜하겐 호텔 정보 (2)
호텔명

Copenhagen
Strand

주소 및 연락처

요율

전화번호: (+45) 3347-8300
www.hotelopera.dk

조식(1인) DKK95

Havnegade 37,
DK-1058 Copenhagen K.

DKK1115~1,425/Single
DKK1190~1,456/Twin
※조식 미포함

전화번호: (+45) 3348-9900
이메일:
copenhagenstrand
@arp-hansen.dk
www.copenhagen
strand.dk

비고

코펜하겐무역관 인근, 뉘하운
주변에 위치한 있는 별 3개 수
준의 호텔로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함

조식(1인) DKK125

나. 식당
한국 식당
ㅇ Miga(미가)
- ADD: Gammel Kongevej 33B, 1610 Copenhagen
- TEL: (45) 3323 3667
- Opening Hours: 월-토 12:00~15:00, 17:00~23:00
- 코펜하겐 시내에 있으며, 점심, 저녁 시간 모두 영업(일요일은 휴업)을 하며 불고기, 삼겹살, 김치찌개, 된
장찌개, 비빔밥, 육개장 등 메뉴가 다양함
ㅇ Sakura (벚꽃)
- ADD: Moentergade 22 1116 Copenhagen K
- TEL: (45) 3313 1189
- Opening Hours: 월~토 17:00~23:00
- 일식, 한식 겸(일요일은 휴업)
중국 식당
ㅇ CANTON
- ADD: Vesterbrogade 20, 1620 Copenhagen V
- TEL: (45) 3331 8136
- Opening Hours: 월~일 12:00~23:00
ㅇ ROYAL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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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DRONNINGENS TVAERGADE 30
- TEL: (45) 3315 1607
- Opening Hours: 화~일 12:00~23:00
- 나름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깔끔해 손님을 접대하기 무난함
ㅇ DONG YUAN
- ADD: Holbergsgade 17, 1057 Copenhagen K.
- TEL: (45)3332 8388
- Opening Hours: 월~일 12:00~23:00
ㅇ Royal Cuisine
- ADD: Rønnegade 1, 2100 København Ø
- TEL: (45) 7214 5284
- Opening Hours: 월~일 14:00~22:00
일본 식당
ㅇ KYOTO
- ADD: SAS SCANDINAVIA HOTEL, AMAGER BLVD 70
- TEL: (45) 3332 1674
- Opening Hours: 월~일 18:00~22:30
- Radisson Blu Scandinavia Hotel 내에 소재한 일식당으로 음식은 고급스러우나 가격이 비싼 편임
ㅇ Sticks’n Sushi
- ADD: Nansensgade 59, Copenhagen K
- TEL: (45) 3311 1407
- Opening Hours: 월~일 11:00~22:00
- 몇 곳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으며 스시와 꼬치 요리 전문임
ㅇ Damindra
- ADD: Holbergsgade 26 Copenhagen K
- TEL: (45) 3312 3375
- Opening Hours: 화~일 11:00~15:00, 17:00~22:00
-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다소 가격이 비쌈. 전통 일식 스타일은 아니며, 덴마크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퓨전식
스시집임
덴마크 식당
대부분의 덴마크 식당은 음식 메뉴가 양식당과 큰 차이가 없으나 덴마크 전통 음식인 스뫼레브뢰
(Smørrebrød)라고 하는 호밀 빵 위에 육류, 어류, 달걀 이나 치즈 등을 넣은 오픈 샌드위치를 맛볼 수 있다.
ㅇ LA-KAJEN
- ADD: Sundkrogskaj 17, 2100 Copenhagen

141 / 160

덴마크 국가정보
- TEL: (45) 3920 3022
- Opening Hours: 월~일 12:00~22:00
ㅇ KANAL CAFEEN
- ADD: Frederiksholms Kanal 18, Copenhagen K
- TEL: (45) 3311 5770
- Opening Hours: 월~금 11:30~17:00, 토 11:30~15:00
ㅇ Kongens Kælder
- ADD : Gothersgade 87, Copenhagen K
- TEL : (45)3312 8719
기타 양식당
ㅇ Albert K at The Royal(고급 이태리 식당)
- ADD: Hammerichsgade 1, 20 th floor, København V
- TEL: (45) 3342 6161
- Opening Hours: 월~토 18:00~24:00
ㅇ Kong Hans Kælder(고급 프랑스 식당)
- ADD: Vingårdsstræde 6, København K
- TEL: (45) 3311 6868
- Opening Hours : 월~토 18:00~24:00
다. 대표 먹거리
덴마크는 축산 낙농업이 발달해 치즈, 우유, 스퀴어(Skyr)라고 부르는 요거트 등의 유제품과 돼지고기, 소고
기 등의 육류 요리가 발달했으며 수산물로는 연어와 청어를 즐겨 먹는다. 덴마크 전통음식으로는 스뫼레브뢰
(Smørrebrød)가 있는데, 이는 덴마크 특유의 신맛과 시큼한 향이 강한 호밀빵 위에 육류, 어류, 달걀이나 치
즈 등을 얹어 먹는 일명 오픈 샌드위치(Open Sandwich)로 흔히 맥주나 알코올 도수가 높은 스냅스(Snaps)
를 함께 곁들여 먹는다. 덴마크인은 주로 이 스모어브뢰를 점심식사로 즐겨먹으며, 한끼 식사에2~3개 정도
의 스모어브뢰를 각각 다른 토핑과 함께 먹는다.
또 다른 대표음식으로는 플래스케스타이(Flæskesteg)가 있는데, 이 요리는 돼지고기를 껍질이 붙은 채로 오
븐에 바삭하게 구워 겉은(껍질부분)은 튀긴 듯 바삭하고 속은 육질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구워 먹는 것이
별미이다. 삼겹살과 돼지 껍데기에 익숙한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맛는 음식이다. 이 외에 작은 알감자와 함께
먹는 덴마크식 미트볼 요리인 프리케델러(Frikadeller)와 폭챱 요리 Koteletter 등이 덴마크인이 주식으로 많
이 먹는 요리이다.
디저트로 커피와 함께 먹는 데니쉬 페스트리(Danish pastry)도 유명한데 제빵 과정에서 버터를 겹겹이 발라
반죽을 하고 달달한 계피가루와 설탕을 뿌린 이 빵은 1840년경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전해졌다고 해 덴
마크 내에서는 비너브로(Wiener brød, 비엔나 빵)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덴마크가 아닌 나라에서는 이 빵을
덴마크 빵(Danish pastry)라고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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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광 명소
1) 코펜하겐
인구 160만(인근의 코펜하겐 위성 도시 거주 인구 포함)의 북구 최대의 도시이며 코펜하겐 의 어원은 덴마크
어로 상인들의 항구라는 뜻으로 중세 이후 북구 최대의 상업 중심지이다. 1167년 압살론 대주교에 의해 건
설돼 크리스챤 4세 때(1588-1648)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17세기 스웨덴의 침공, 18세기 흑사병,
두 번의 대 화재를 겪었으며 19 세기 나폴레옹 전쟁 시 영국군에 의한 두 차례의 공격, 제2차 세계대전 시 독
일군의 점령 등 수난을 겪으면서도 운하, 인공 호수 등 옛모습을 간직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말리엔보 왕궁: Amaliaenborg Palace
크리스천보 궁의 화재로 1794년 이래 왕궁으로 사용되고 있다. 프레데릭 5세 기마상을 중심으로 4개의 로
코코 양식 대저택이 위치하며 프레데릭 3세의 왕비소피에 아말리에의 이름을 따서 지은 궁전으로 여왕 재궁
시 국기가 게양되며 정오에 근위병 교대식이 진행돼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왕궁 근처 바닷
가에는 벨기에 조경 건축가 쟝 델로녜가 설계한 아말리에하운 정원이 있다.
크리스챤보 궁: Christiansborg Palace
국회의사당, 대법원, 여왕 접견실이 있으며 우측에는 1640년경 세워진 증권거래소 건물 (현재는 상공회의소)
이 있다. 왕궁은 코펜하겐의 건설자인 압살론 주교가 건설한 성터 위에 세워져 있다. 현재의 궁은 19061907년에 재건립됐으며 원래 건물은 두 차례 (1794, 1884) 화재로 전소된 바 있다.
ㅇ 개방 시간(안내 관광만 허용)
- 국회의사당(일): 10:00~11:00
- 왕실접견실(목, 일): 11:00, 15:00
로젠보성: Rosenborg Palace
크리스챤 4세에 의해 건설(1606-1617)된 왕궁으로 이곳에서의 볼거리는 성 지하에 있는 왕가 보물이다. 이
곳에는 왕관 등 각종 왕실 귀중품들이 보관돼 있는데 현재 여왕도 행사 때 이곳에서 왕관 등을 빌려서 사용한
다고 한다.
ㅇ 개방 시간: 10:00~14:00 (화, 금, 일)
뉘하운: Nyhavn
프레데릭 3세의 명을 받아 건축가 헨릭 바론경이 1669-1673기간중 건설. 콩겐스 뉘토르광장과 바다를 연
결하기 위한 인공 운하로, 비교적 최근까지 국제 해운에 종사 하는 선원들에 잘 알려진 항구로 연중 활기가넘
쳤다고 한다. 코펜하겐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 알려진 뉘하운은 매년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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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어상: The Little Mermaid
안데르센 동화의 비극적인 인어공주를 테마로 1913년 덴마크의 에드바르드 에릭센(1876-1959)이 조각한
동상으로 덴마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다. 관광객의 많은 시선을 한 몸에 받아왔으나 2003년 9
월 테러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폭발에 의해 완파된 후 다시 복원되는 등 수난을 겪어 왔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가끔 사진 촬영을 위해 인어 동상에 올라 가는 경우가 있는데 바위가 미끄러워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덴마크 디자인 센터: Denmark Design Center(DDC)
실용성과 심플함을 중요시하는 덴마크 디자인의 진수를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가구를 비롯해 각종 소품들과
건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디자인 사례를 만나볼 수 있으며 상설 전시뿐만 아니라 매번 다른 이벤트들로
다채롭게 꾸며져 있다. 또한 티볼리 놀이공원 및 중앙역과도 가까워 방문하기 편리하다.
게피온 분수: Gefion Fountain
북구여신 게피온이 네 아들을 황소로 만들어 스웨덴으로부터 질랜드섬을 끌고 왔다는 신화에 따라 세운 분수
로 코펜하겐의 유래가 있는 관광 명소이다. 실제로 스웨덴에 있는 바네른호의 자국이 질랜드섬과 비슷하다.
티볼리: Tivoli 공원
1843년 건설된 티볼리 놀이동산은 미국 디즈니랜드의 원형이 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여러 놀이기구 및 26
개의 식당, 연주회장, 각종 위락 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야경이 멋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4월 말부터
9월 중순 및 10월 말 할로윈 시즌/ 12월 말 크리스마스 전후에만 개방)
그룬트비 교회: Grundvig 교회
고등공민학교의 창립자인 그룬트비 목사를 기념해 1921-40년에 거국적으로 건립한 교회로 20세기 초 덴마
크의 대표적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600만 개의 벽돌을 사용했으며 파이프오르간이 특히 유명하다.
ㅇ 개방 시간
- 월~토: 9:00~16:00
- 일: 12:00~13:00
2) 질랜드 섬
코펜하겐 시가 위치한 섬으로 헬싱외르(Helsingør), 로스킬데(Roskilde), 힐러뢰드(Hillerød) 등 주요 도시
가 있다.
크론보 성: Kronborg Slot
프레데릭 2세의 명령에 따라 1574-85년에 축조된 일종의 해군 요새로 헬싱외르에 위치 (코펜하겐 북쪽
45km 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론보성은 북해와 발틱해를 연결하는 해협의 가장 좁은 길목에 위치해 통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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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박에 대해 통행세를 징수하던 곳으로 셰익스피어 작품인 "햄릿"의 배경이 된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개방 시간: 10:00 - 15:00 (화-일))
프레데릭스보 성: Frederiksborg Slot
1602~1620년 Christian 4세에 의해 건설된 북구에서 가장 훌륭한 르네상스 시대의 성으로 힐러뢰드
(Hillerød)에 위치 (코펜하겐 북쪽 36km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덴마크 국립 역사 박물관으로 크리스챤 1
세 이후 왕가 일족의 초상화, 가구, 예술품 등이 소장돼 있다. 또한 매우 넓고 아름다운 정원을 지니고 있다.
ㅇ 개방 시간
- 월~일: 10:00~15:00
프레덴스보 왕궁: Frendensborg Palace
1719~22년 건립된 바로크 양식 왕궁으로 왕실의 하계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코펜하겐 북서쪽 40km에
위치하고 있다.(공원은 상시 개방이나 왕궁은 7월만 개방)
3) 로스킬데(Roskilde)
덴마크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로 옛날 바이킹의 근거지로 유명하다. 코펜하겐 서쪽 30km 지점에 위
치하고 있다.
바이킹 박물관: Viking Ship Museum
수심이 깊지 않은 로스킬데 만에 가라 앉은 바이킹 배 5척을 1962년 인양해 전시한 박물관이다.
ㅇ 개방 시간
- 월~일: 10:00~16:00
로스킬데 성당: Roskilde Domkirke
1000년경에 지은 목조 건물을 토대로 12세기 압살론 주교가 건립한 성당으로 38명의 덴마크 왕 및 왕비의
무덤이 있다.
레고 랜드: Lego Land
인어상과 함께 덴마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조립식 완구로 유명한 Lego사에서 조성한 공원이다. 모든 놀
이기구가 레고로 만들어져 있어 원색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
가 좋은 곳이다. 덴마크 유틀란드 반도에 빌룬드(Billund)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비행기 또는 기차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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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옌 (Skagen)
유틀랜드반도 최북단에 위치한 스카겐은 두 바다가 만나는 장소로 유명하다.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스카겐은
18세기 중엽 이후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예술의 마을로 발전했으며 현재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변모했다. 두 해협의 파도가 만나는 아름다운 해변 과 모래사장,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미술 작품들이 유명하
다.
마. 통역원 정보
다음은 코펜하겐 주요 통역원 정보이다. 통역원 및 통역내용, 통역이 진행되는 지역, 시간 등에 따라 통역비
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통역원과 별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덴마크 코펜하겐 통역원 정보
통역원
고은해
(유학생)
김희욱
(유학생)

노영숙
(교민)

송시열
(교민)

신선이
(교민)

통역가능언어 및 가이드가능여부

연락처

한국어-영어
간단한 덴마크어

(+45) 5016-8861
eunhaeko1@gmail.com

가이드 불가
한국어-영어

(+45) 5035-4302
atfg226@naver.com

가이드 가능
한국어-영어
대학 수준의 덴마크어

(+45) 2482-9706
ysno84@gmail.com

가이드 불가
한국어-영어

(+45) 6013-5366 mars8303@gmail.com
가이드 가능
한국어-영어, 덴마크어

(+45) 4131-5213
sunyee.shin@gmail.com

가이드 불가
한국어-덴마크어

윤미리
(교민)

(+45) 2814-8444
yoonmiri11@gmail.com

가이드 가능
(차량가이드 9인까지 가능)
한국어-영어

이해인
(유학생)

(+45) 9272-5414
kiersten.lee@gmail.com
가이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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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코펜하겐 통역원 정보
통역원

천지인
(유학생)

통역가능언어 및 가이드가능여부

연락처

한국어-영어
간단한 덴마크어

(+45) 3131-6577
jeenchun@gmail.com

가이드 가능

※ 코펜하겐 무역관은 위 통역원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주체자에게 안내를 확인했으며 개인정보
게시에 대한 동의를 받음

9.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가. 교통정보
대중교통
코펜하겐의 대중교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코펜하겐시 중심을 순환하는 무인지하철(Metro)은 24시
간 운행되며, 코펜하겐 중심지를 벗어나게 되면 전철(S-tog) 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하나의 승차권으
로 모든 교통수단의 최초 탑승 이후 한 시간 내(구간이 먼 경우 2시간까지도 가능) 자유로운 상호 환승이 가
능하다. 하지만 이동거리에 따라 구간이 정해져있으며 각 구간마다 가격이 상이하므로 출발지와 목적지의 구
간을 잘 파악한 후 이동하는 것이 좋다. 덴마크 내 다른 상품의 물가처럼 교통비 또한 매우 비싼 편이다. 최소
구간은 2존(zone)으로 편도가격은 24크로네며 모든 구간을 포함한 최대 구간 all zones의 편도가격은108
크로네이다. 어른 소지자 한 명 당 12세 미만의 아이를 두 명까지 무료로 데리고 탈 수 있다. 만약 아이가 혼
자 타게 될 경우 티켓 가격은 어른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2015년 8월 기준)
만약 7일 이상 코펜하겐에 머무른다면, FlexCard 7-days 구매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 카드를 구매하면
zone과 상관없이 버스, S-tog, 메트로를 횟수에 제한 없이 탑승 가능하다. 어른 소지자 한 명 당 12세 미만
어린이는2명까지 무료로 데리고 탈 수 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카드 하나만 있으면 둘이 탈 수 있다.
어른의 경우all zone FlexCard 7-days 가격은 675크로네이다. 관광목적으로 코펜하겐을 방문했다면, 코펜
하겐 카드(Copenhagen card)를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24/48/72/108시간 별로 카드를 구매할 수 있으며,
74개 박물관과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더불어 버스, s-tog, 메트로를 무제한으로 탑승가능하고, 자
동차 렌트, 레스토랑, 여타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가격은 어른 기준, 359크로네에서 799크로
네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copenhagencard.com/whats-included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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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Zone)별 편도 요금

구간(Zone)으로 나뉘어져 있는 코펜하겐 인근지역

ㅇ 무인지하철(Metro)
2016년 7월 기준 총 2개 노선(M1와 M2), 22개의 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8년에는 17개의 역이 추가
될 계획이다. 무인지하철(Metro)는 코펜하겐 중심지만을 순회한다.
코펜하겐 중심지 지하철(Metro) 노선도

자료원: D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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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철(S-tog)
7 개 노선 (A, B, C, E, F, H, Bx 호선)과 84개의 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Bx는 Hoje Taastrup과 Holte를 잇
는 호선으로 아침시간에만 운행된다.
코펜하겐 중심지 전철(S-tog) 노선도

대중교통 운임 및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영어로 열람 가능)
- 메트로(Metro): www.m.dk
- 전철(S-tog): http://www.dsb.dk/s-tog
- 기차: http://www.dsb.dk/
- 대중교통 이용 길찾기 정보: http://www.rejseplanen.dk/
택시
시내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를 제시하면 모든 곳을 다 찾아갈 수 있다. 거리에서
택시를 직접 부를 수도 있고 사무실, 호텔 등에서 전화로 부를 수도 있다. 택시 요금은 신용카드로도 지불 가
능하다. 콜택시 이용시 기본요금이 더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른 시간부터(10시까지 오라고 했을 경
우10시부터) 미터기가 올라간다는 사실 또한 주의해야 한다.
- 코펜하겐 시내 택시 전화: (+45) 3535-3535, (+45) 7025-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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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택시 요금
(단위: 덴마크 크로네)
구분

시간대

길거리 승차

Takst1

월~금 오전 7시~오후 4시

Takst2

Takst 1, Takst 3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Takst3

금 오후 11시~토 오전 7시
토 오후 11시~일 오전 7시

콜택시

추가요금(/km)
14.25

24

37

40

50

15.25
19.15

주1: 콜택시 이용 시, 대기시간 1분 당 7덴마크 크로네의 요금이 가산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2: 2016년 7월 기준
자전거
덴마크는 승용차에 대한 높은 세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및 통학을
한다. 덴마크는 자전거 교통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어 자전거가 목적지에 가장 빠르고 쉽게 도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어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 및 신호등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한 운
전이 가능하다.
나. 기후
여행 준비
덴마크는 북위 55도 선상에 위치한 북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멕시코만 난류의 영향으로 비교적
온화한 편이나 연중 바람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기후변화가 매우 심하다. 따라서 10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에 덴마크를 방문할 경우에는 날씨가 우리나라 초겨울 이상의 기후임을 감안하여 두꺼운 옷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방수가 가능한 자켓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6~8월 말까지는 낮 최고 기온이 20℃를 넘
는 매우 좋은 날씨가 지속되면서도 한국의 여름처럼 무덥지가 않아, 여행하기에 매우 좋은 편이다. 2월에는
평균 1.2℃, 7월에는 평균 17.4℃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765mm 정도이다.
우천시 대비
비가 오는 날은 연간 약 171일 정도로 매우 많은 편이며, 특히 9월 이후의 가을 및 겨울, 3~4월까지의 기간
중 집중되므로, 동 기간에 덴마크 여행 시 소형 우산, 또는 우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덴마크인
들은 방수가 되는 바람막이 점퍼에 모자만을 쓰고 비를 그냥 맞고 다니는 일이 흔하다. 빗줄기가 굵지 않고
날씨가 변덕스러워 비가 오다가도 금방 날씨가 개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날씨 통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수량
(mm)

66

50

43

37

53

68

77

91

62

83

75

61

765

비오는 날

18

15

13

11

13

13

14

16

14

17

20

17

179

낮 기온

3.3

3.3

6.1

7.9

4.2

11.9

11.5 15.5 18.5 21.6 21.2 17.5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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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일평균 기온

1.5

1.2

3.0

7.5

11.4 14.6 17.4 17.2 13.8

9.4

5.7

2.2

8.8

밤 기온

-0.8

-1.3

-0.2

3.6

7.4

10.6 13.4 13.5 10.2

6.0

3.2

-0.3

5.5

일조 시간

47

71

146

198

235

239

111

59

45

17
39

232

8월

196

9월

162

10월 11월 12월

연간

주: 2001~2010년 간의 덴마크 평균 날씨(2016년 7월 14일 확인가능 최신자료)
자료원: 덴마크기상청(www.dmi.dk)
출장 시 추천 복장
9월 이후부터 4월까지의 가을철 및 겨울철에는 날씨가 변덕스럽고 비가 자주 오므로 방수용 점퍼 및 우산을
항상 휴대하는 것이 좋다. 특히 11월부터 3월까지는 본격적인 겨울철로서 보온 및 방수 효과가 좋은 두꺼운
외투가 필요하다. 덴마크의 겨울은 한국의 겨울보다 온화한 편이나 눈보다는 비가 많이 오고, 습기를 동반하
여 체감 온도가 낮기 때문에 두꺼운 외투나 점퍼가 필요하다. 또 매서운 바람이 많이 부므로 모자, 목도리, 장
갑 등을 챙기는 것이 좋다. 6~8월(하절기)에는 평균 기온이 16-18℃ 정도로 선선한 편이지만, 한 낮 최고 온
도는28℃까지 올라 갈 수도 있으며, 햇볕 아래와 그늘에서의 온도 차이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늦여름이
나 초가을 복장과 여름 복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절기는 건기에 해당하여 습도가 낮아 우리
나라처럼 무덥지 않고 쾌적한 편이다. 그러나 하루 중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작은 우산이나,
비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다. 시차/근무 시간
시차
덴마크는 EU주요국과 함께 하계 일광 절약 시간제(Daylight saving time) 즉, 서머타임 제도를 시행한다.
서머타임이 시행되는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는 한국보다 7시간 느리며, 서머타임이 해제되는 10월 말부터
익년 3월 하순까지는 8시간 느리다. 서머타임은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시작하여 10월 마지막 주 일
요일에 끝난다.
서머 타임
서머 타임은 인근 주요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 새벽2시를 기해 실시되며 10월 마
지막 일요일 오전 2시를 기해 해제되고 있으나, 반드시 상기 일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년의
서머타임 시행 및 종료일을 각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무 시간
일반적인 근무 시간은 9:00~17:00이나 개인별로 변동 근로 시간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7:00~15:00까지
근무하는 사람도 많다. 또한 금요일은 오후 3시 이전에 퇴근하는 기업도 많이 있다.

151 / 160

덴마크 국가정보
업종별 근무 시간
카페, 레스토랑 등 요식업종을 제외한 덴마크의 대부분의 상점들은 평일 오후 5시~6시, 토요일 오후 3시~4
시면 문을 닫으며, 영세 상점을 제외하고는 일요일에도 거의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는다.
ㅇ 공공기관
- 월, 화, 수, 목: 9:00~17:00
- 금: 9:00~16:00
ㅇ 우체국
- 월, 화, 수, 목 금: 10:00~17:00
- 토: 10:00~17:00
ㅇ 은행
- 월, 화, 수, 목, 금: 9:30~16:00
- 목: 9:30~18:00
ㅇ 백화점 및 대형 상점
- 월, 화, 수, 목: 10:00~20:00
- 금: 10:00~20:00
- 토: 10:00~17:00
ㅇ 일반 슈퍼마켓
- 월, 화, 수, 목, 금: 8:00~22:00
- 토: 8:00~18:00
ㅇ 일반 상점
- 월, 화, 수, 목 금: 10:00~18:00
- 토: 10:00~15:00
한편, 덴마크 정부는 매장들의 영업 시간 규제에 관련하여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2년도 10월 1일
부터 모든 매장들은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었다. 다만, 헌법 제정일(6월 5일), 크리스마
스 전후(12월 24~26일), 새해 첫날 및 각종 기독교 공휴일은 휴무를 한다. 이전 법안은 2차 세계대전이 끝
난 직후인 1946년에 제정되어 변화된 소비 패턴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2년 말 이후부
터 대부분의 슈퍼마켓들은 매일 8시에서 20시까지, 또는 2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대표 백화
점인 마가쟁(Magasin)도 10시에서 20시까지 영업을 한다.
라. 회계 연도
정부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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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요 단위
구분

단위

길이

센티미터(cm) 미터(m), 킬로미터(km)

무게

그램(g), 킬로그램(kg), 톤(t)

부피

입방 센티미터(Cm3), 입방 미터(m3), 리터(L)

넓이

평방 센티미터(cm2), 평방미터(m2),

일반 가정

50HZ, 220V
- 2 Round Plug 형태
- 3 Round plug를 쓰는 경우 가운데 단자는 접지용임

공장 및
특별 용도

50Hz, 380V, 3 Round Plug 형태

전기

기타

모두 EU 규격에 준하고 있다.

바. 여행 여건
치안
덴마크의 치안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최근 들어 외국 난민 및 동유럽 인구의 유입 증가, 마약 복
용자 증가 등으로 점점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항, 호텔, 관광객이 많은 시내 중심가에서 사람
이 많이 모이는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야간에는 코
펜하겐 중앙역 주변의 유흥지역이나, 외국인이 많은 지역은 간혹 흉악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주의하는 것
이 좋다. 소매치기들의 수법 중 마약 단속을 핑계로 신분증, 지갑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기차 안에서 짐을 화
물 선반에 올려주겠다며 친절을 베푸는 척 하는 경우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
응급
여행 시 급한 발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으며(전화 112를 호출 앰뷸런스-FALCK 서비스 가능) 입원비는
위급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지방 정부에서 부담하며, 그 이후부터는 입원자가 부담해야 한다. 범
죄 신고시에도 이 번호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은 아니나, 병원을 방문해야 할 경우에
는1813으로 전화를 하면 된다. 증상을 얘기하면 가까운 병원 내 의사와 약속 시간을 정해준다. 아주 일반적
인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살수 없기 때문에 감기,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등 비
상 약품은 여행 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일 또는 주말의 경우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365일
영업을 하는 곳으로 지정된 약국을 찾아야 한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자주 걸리기 쉬운 감기(influenza)의
경우, 별도의 감기약을 처방하지 않고 휴식 등 자연 치유를 권하는 점이 특색이다.
팁 관행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하거나 호텔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 줄 경우 반드시 별도의 팁을 줄 필 요는 없다. 그러
나 상황을 고려하여 감사 표시로 약간의 팁을 지불할 수도 있다(1~2달러 정도). 음식점에서는 서비스 요금이
이미 청구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팁을 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나 특별한 감사표시를 하고 싶을 경
우 음식 대금의 10% 이하 선에서 팁을 주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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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도 안전하나, 거부감이 있는 경우 주변 편의점이나 호텔 매점에서 미네럴워터를
구입할 수 있다. 덴마크의 수질은 양호한 편이므로 덴마크인들은 일반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사. 유용한 연락처
구분

기관명 및 연락처
Danske Bank
- Tel: (+45) 3344 0000 Fax: (+45)7012 1080
- Add: Holmens Kanal 2-12, 1092 Copenhagen K
Nordea
- Tel: (+45) 3333 3333 Fax: (+45)3250 2382
- Add: Christiansbro Strandgade 3, 0900 Copenhagen C

현지 은행
BG Bank A/S
- Tel: (+45) 7011 9959 Fax: (+45)3914 4899
- Add: Nørre Voldgade 68, 1390 Copenhagen K
Jyske Bank
- Tel: (+45) 3378 7878 Fax: (+45)3378 7575
- Add: Vesterbrogade 9, 1780 Copenhagen V
상공회의소(HTS; THE DANISH CHAMBER OF COMMERCE)
- Tel: (45) 70 13 12 00 Fax: (45) 70 13 12 91
- Add: BOERSEN, DK-1217, KBH K- Web: www.htsi.dk
- 기능: 상공인들의 이익 도모 및 대변

현지경제단체

전국경제인협회(THE CONFEDERATION OF DANISH INDUSTRIES)
- Tel: (45) 9712 6000 Fax: (45) 9722 3060
- Add: H.C. ANDERSENS BOULEVARD 18, DK-1790 KBH V
- 기능: 덴마크 내 제조업체의 이익대변 및 수출진흥활동
Danish Slaughter House Association(Danske Slaugterier: 덴마크 도축협회)
- Tel: (+45)3311 6050 Fax: (+45)3311 6814
- Add: Axeltorv 3, DK-1609 Copenhagen V.
- Web: www.di.dk
- 기능: 덴마크 Slaughter House의 각종 이익 대변
Denmark Ship Owners Association
- Tel: (+45)3311 4088 Fax: (+45)3311 6210
- Add: Amaliegade 33, DK-1256 Copenhagen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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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 및 연락처
- 기능: 덴마크 내 선주들의 이익 대변
Danish Fur Producer Association
- Tel: (+45)4326 1000 Fax: (+45)4326 1126
- Add: Langagervej 60, DK-2600 Glostrup
- 기능: Fur 제조업체들의 이익 대변

대사관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Tel: (+45) 3946 0400 Fax: (+45) 3946 0422
- Add: SVANEMOELLEVEJ 104, 2900 HELLERUP
- 영사과 전화: (+45) 3946 0405

KOTRA

KOREA BUSINESS CENTER, COPENHAGEN
- Tel: (45) 3312 6658 Fax: (45) 3332 6654
- Add: HOLBERGSGADE 14, 1057 COPENHAGEN K
- 관장: 임성주

한인회

- 핸드폰: (+45) 2683-9216
- E-mail: Koreanskforening@yahoo.dk
- 성명: 정명희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구분

정부 기관

주요 경제단체

주요 은행

기관명

웹사이트

덴마크 총리실

www.stm.dk

덴마크 외교부

www.um.dk

덴마크 기업성장부

www.evm.dk

덴마크 재정부

uk.fm.dk

덴마크 통계청

www.statbank.dk

덴마크 에너지청

www.ens.dk

덴마크 경쟁 및 소비자청

www.kfst.dk

Invest in Denmark(외국인투자기관)

www.investindk.com

덴마크 전경련

www.di.dk

덴마크 노동조합

www.lo.dk

덴마크 농업위원회

www.lf.dk

덴마크 소비자위원회

www.forbrugerraadet.dk

덴마크 상공회의소

www.htsi.dk

덴마크 국립은행

www.nationalbanken.dk

단스케은행(Danske Bank)

www.danskebank.dk

노디아은행(Nordea Bank)

www.nordea.dk

유스케은행(Jyske Bank)

www.jyskebank.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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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OTRA 무역관 안내
가. 무역관 개설 및 인원현황
2016년 7월 12일 현재, 코펜하겐 무역관에는 본사 파견직원 2명, 현지직원 5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ㅇ 본사파견 직원 현황
- 임성주 관장 : 무역관 업무 총괄, 투자유치, 지사화
- 이정선 차장: 무역사절단, 조사, 조사대행, 정산/총무, 공공조달, 글로벌파트너링 등
나. 무역관 위치 및 연락처
코펜하겐 무역관은 덴마크 중앙은행 및 덴마크 최대 상업은행인 Danske Bank등이 소재하고 있는 덴마크 금
융 중심지에 있으며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은 Kongens Nytorv역이다. 코펜하겐 무역관 인근에는 관광명소
인 인공 항구 뉘하운(Nyhavn)과 덴마크 여왕이 거주하고 있는 아말리엔보(Amalienborg 궁전), 최대 백화
점인Magasin이 위치하고 있다. 무역관 및 직원 연락처, 약도와 오는 길은 다음과 같다.
ㅇ 코펜하겐 무역관 연락처
- 주소 : Holbergsgade 14 3rd Fl., DK-1057 Copenhagen K, Denmark
- 전화: (+45) 3312-6658
- 이메일: info@kotra.dk
무역관 직원 연락처
성명

담당

연락처

임성주 관장

무역관 업무 총괄, 투자유치, 지사화

(+45) 3347-7220

이정선 차장

무역사절단, 조사, 조사대행, 조달(방산포
함)

(+45) 3347-7221

Jesper Kroyer 현지

투자 유치, 총무

(+45) 3347-7222

Albert Fryd현지

무역사절단, 조사대행, 정보조사

(+45) 3347-7229

권기남 현지

지사화

(+45) 3347-7223

Henrik Skou현지

지사화

(+45) 3347-7228

Lasse Schmidt 현지

공공조달(방산포함), 글로벌파트너링(GP)

(+45) 3347-7224

코펜하겐 해외 무역관 오시는 길(코펜하겐 Kastrup 국제공항 à 코펜하겐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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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법 1: 택시
- 공항에서 코펜하겐 무역관까지 택시요금은 약 250 덴마크크로네 정도이며 약 25분 정도면 코펜하겐 무역
관에
도착할 수 있다 .
ㅇ 방법 2: 버스
- 공항에서 250S버스를 타고 Christianborg(국회의사당)에서 내린 후 국회의사당 반대방향으로 도보로 이
동하면
우측에 회색의 큰 빌딩 National Bank를 볼 수 있다. 이 거리가 코펜하겐 무역관이 소재하고 있는
Holbergsgade
이며 여기서 약 2-3분 정도 도보로 더 이동하면 1층에 Fuego라는 레스토랑이 있다. 코펜하겐 무역관은 이
건물의
4층(현지식으로는 3층)에 있다.
ㅇ 방법 3: 지하철
- 공항에서 M2라인을 타고 Kongens Nytorv역에서 하차 후 역 밖으로 나와 Magasin 백화점을 등지고 오
른쪽
방향으로 걸어오면 전면에 회색의 큰 빌딩 National Bank 를 볼 수 있다. 이 거리가 코펜하겐 무역관이 소재
하고
있는 Holbergsgade이며 여기서 약 2-3분 정도 도보로 더 이동하면 1층에 Fuego라는 레스토랑이 있다. 코
펜하겐
무역관은 이 건물의 3층(현지식으로는 2층)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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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 안내
시장개척사업
ㅇ 무역사절단
대 덴마크 수출관심 업체들로 시장개척단을 구성 , 현지방문활동 및 현지 바이어 상담 주선한다.
ㅇ 해외출장지원
관할지역을 방문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현지에서의 바이어 상담주선, 현지시장 동향, 수입상명단, 바이어 거
래관행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호텔예약, 유료통역 주선 등 제반 세일즈 활동을 지원한다.
ㅇ 인콰이어리 발굴 및 국내 업체 정보 제공
한국제품 수입에 관심 있는 바이어 지원을 위해 제품 스펙정보와 바이어 연락처를 토대로 인콰이어리를 작성
해 , 바이코리아 웹사이트(www.buykorea.org)에 게재한다.
ㅇ 바이어 방한 유치
현지 유력 바이어의 방한을 유치 , 본사를 통해 국내업체와의 상담주선 및 제반 활동을 지원한다.
ㅇ 한국 상품 구매 사절단 파견
대한 수입관심 덴마크 바이어들로 구매단을 구성 , 한국에 파견해 국내업체와 상담회 개최를 지원한다.
중소 및 중견기업 지사화사업
ㅇ 사업개요
해외지사가 없어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마케팅 역량이 취약한 국내중소기업 중 현지시장 진출이 유망시되는
업체를 우리 무역관의 지사화업체로 선정, 선정된 업체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하며 시장 판로를 개척해 주
는 사업이다.
ㅇ 해외무역관 지원사항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판로개척 및 수출성약을 위해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부터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는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ㅇ 상세 지원업무 내용
- 시장 정보 제공 (품목별 수요/ 수출입/ 가격/ 경쟁/ 신제품 동향 등)
- 품목별 바이어 정보 제공 및 바이어 신용 조사
- 관심 바이어 FOLLOW-UP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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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바이어 발굴, C/L 발송, 카탈로그 배포
- 현지 세일즈 출장 지원 (호텔 예약/ 상담 주선/ 상담장 제공/ 통역 제공 등)
- 국제 입찰 참가 지원
- 무역관 내도 수출 인콰이어리 제공
- 기타 수출 계약 시까지 제반 사항 등
ㅇ 지원기간: 1년(A/S 6개월)
ㅇ 사업 개시: 연중 수시
ㅇ 참가비: 1개사 당 300만원(부가세 포함)
투자유치사업
ㅇ 잠재 투자가 발굴 및 대한 직접투자 안내 지원
투자 안내 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지 투자가에 국내 투자 환경 홍보 , 투자 파트너 및 인콰이어리 발굴, 대한 투
자 절차 및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대한 투자 신고서 접수 등을 지원한다.
ㅇ 투자가 방한 유치
잠재 투자가의 국내 방한을 유치해 국내 업체와의 상담 주선을 추진한다 .
정보조사사업
ㅇ 수출 유망 상품 및 산업별 시장 동향 조사
국내업체의 현지진출이 유망시 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의 수요 생산 동향 , 수출입 추이 분석 및 관심 바
이어 등을 조사해 국내 업계에 제공한다.
ㅇ 업계가 요구하는 해외시장 정보조사 대행
현지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업체로부터 시장조사 의뢰를 받아 수입상 발굴 , 시장 동향 조사 및 현지시장
진출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를 대행한다.
ㅇ 현안 심층 조사
현지 시장의 무역 , 통상 활동과 관련한 특정 현안에 대해 심층 조사해 국내 업계, 정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한
다.

159 / 160

덴마크 국가정보
ㅇ 수출 직결 정보 수집
각종 수출 마케팅 과정에서 입수되는 인콰이어리 중 유망시 되는 인콰이어리에 대해서는 바이코리아 웹사이
트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내 업체에 전파한다 .
ㅇ 덴마크 국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덴마크 국가개요 및 정치 , 경제, 투자, 비즈니스 관련 최신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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