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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 일반
1. 국가 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벨기에(Belgium)

위 치

북유럽에 위치(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와 접경)

면 적

30,528㎢(유럽의 1/330분, 경상도 크기)

기 후

해양성 기후(일평균기온: 10.1℃)

수 도

브뤼셀 /Bruxelles(프랑스어), Brussel(네덜란드어), Brussels(영어)

인 구

11,303,528명(2017. 1.1 기준)

주요 도시

브뤼셀, 안트워프, 겐트, 리에쥬, 몽스
플란더스 지방: 네덜란드어

언 어

왈로니아 지방: 프랑스어
브뤼셀: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공용
독일어 공동체: 독일어

종 교

로만 가톨릭(75%), 그 외 프로테스탄트, 이슬람, 유태교 등

독립일

1830년 7월 21일
ㅇ 입헌군주국으로서 내각책임제
ㅇ 연방 국가

정부 형태

국가 원수
(실권자)

- 연방 정부
- 지방 정부(왈로니아, 플란더스, 브뤼셀 등 3개 지방 정부),
- 언어 공동체(왈로니아-브뤼셀의 프랑스어 공동체, 네덜란드어 공동체, 독일어
공동체)로 구성
국가 원수: 필립(Philippe, 제7대 국왕)
취임일: 2013년 7월 21일
연방 정부 총리: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취임일: 2014년 10월 11일
자료원: 벨기에 통계청(2017. 6월 기준)

나. 경제지표

GDP

4,102억 유로(2015년), 4,216억 유로(2016년)
1인당 GDP: 37,417 유로(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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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경제성장률

1.7%(2014년), 1.5%(2015년), 1.2%(2016년)

실업률

8.5%(2014년), 8.5%(2015년), 8.0%(2016년)

물가 상승률

0.5%(2014년), 0.6%(2015년), 1.8%(2016년)

화폐 단위

유로(EURO) (2002년 1월 1일부터)

환율

1유로 = 1.2338달러(2016년 평균 기준)

외채

1조 1,159억 유로(2016년 기준)

산업 구조
서비스업(77%), 제조업(17%), 건설(5%), 농어업 1%(2016년 기준)
(부가가치창출 기준)
ㅇ 수출: 398,012백만 달러
ㅇ 수입: 372,635백만 달러
ㅇ 수지: 25,377백만 달러 흑자

교역 규모
(2016년 기준)

ㅇ 수출
- 화학제품, 광물제품,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플라스틱, 메탈, 식품, 귀금속,
직물, 광학제품

교역품

ㅇ 수입
- 화학제품, 광물제품,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메탈, 플라스틱, 귀금속
자료원: 벨기에 중앙은행, WTA, ECB, Eurostat(2017.6월 기준)
다. 한-벨 관계

체결 협정

교역 규모

ㅇ
ㅇ
ㅇ
ㅇ

사증면제협정(’70), 투자보장협정(’74), 항공협정(’75)
이중과세방지 협정(’77), 경제협력 협정(’78)
문화협정(’78) 해운협정(’87)
운전면허 상호승인 교환각서(’90)

ㅇ
ㅇ
맹
ㅇ

이중과세 방지협정 보조협약 개정 서명(’94)
항공 협정 개정(’95), 사회보장협정서명(’05.7), 한/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 동
투자보장 협정서명(‘06.12), 형사사법공조 조약서명(’07.1)
한-벨기에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워킹홀리데이 협정)(’14.4)

ㅇ 우리나라의 수출
- 2016년 연간: 24억 2,600만 달러(전년대비 +19.9%)
- 2017년 1~4월: 9억 8,900만 달러(전년동기대비 +7.6%)
ㅇ 우리나라의 수입
- 2016년 연간: 10억 7,300만 달러(전년대비 -25.0%)
- 2017년 1~4월: 4억 4,700만 달러(전년동기대비 +31.4%)
ㅇ 우리나라의 수출
-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승용차, 선박, 윤활유, 아연도강판, 기타 석유화학제품

교역품
ㅇ 우리나라의 수입
- 화학제품, 의약품, 합성수지, 승용차, 가축육류
투자 교류

2016년
대벨기에 투자

2017년 1~3월
대한국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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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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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5,610만 달러
교민

5건/9,211만 달러

3건/1,689만 달러

2건/120만 달러

약 900명(주재원 및 체류자 포함, 2017.1.1 기준)

자료원: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KITA,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벨기에 중앙은행, 벨기에 연방무
역청(2017. 6월 기준)

2. 정치·사회동향
가. 정치 약사 기술
벨기에는 1815년 나폴레옹의 패망 이후 네덜란드 왕국 아래 놓여있다가 독립했으며, 1933년 헌법 개
정 이후 연방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벨기에가 연방국가 체제로 바뀌고 경제 및 무역 관련 많은 분야
의 권한이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된 이후, 네덜란드어권 지방의 플란더스 지방(북부)과 프랑스
어권인 왈로니아 지방(남부) 사이에 지방정부 및 언어권의 자치권 확대 요구 등 많은 대립과 협상이 있
어왔다. 대립의 주 요인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플란더스 지방이 왈로니아 지방에 재정적 지원을 하
고 있는 것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벨기에는 왕위를 세습하는 입헌군주국으로서 1993년 왕위에 올라 재임했던 알베르 2세(Albert II)는 고
령의 나이와 건강에 대한 우려로 왕의 직무수행이 힘들게 되자 2013년 7월 21일, 재위 22년만에 아
들 필립(Philippe)에 양위했다.
나. 국가 조직 구성 및 제도
1) 국가 조직 구성
ㅇ 입법부
벨기에의 연방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다. 하원은 직접 및 보통 선거에 의한 선거 구
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150명의 직선 의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4년이며 입법
권이 있다. 반면 상원은 입법권이 없이 자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총 7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40
명은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10명은 직선 상원의원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되며 나머지 21명은
언어 공동체 의회에 의해 파견된 의원들이다. 상원의 임기도 4년이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및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브뤼셀 지방의회는 7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환경, 도시 계획, 공공 사업, 청결 문제, 운송 등 토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 의원들이 따로 모여 각각 의회를 구성한다. 이들 각 언어
권 의회는 해당 언어권의 교육과 문화 등 개인과 관련된 문제를 취급한다. 왈로니아 지방의회도 75명
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경제, 환경, R&D, 도시 계획, 공공 사업, 청결 문제, 운송 등 토지와 관련된 문제
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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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어 공동체 의회는 왈로니아 지방 의회의 의원 75명과 19명의 브뤼셀 지방 의회의 의원(프
랑스어 의원)으로 구성되며 문화, 교육, 시청각 등 개인에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플란더스 지방 의회는
1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118명은 직접 및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나머지 6명은 네덜란드어
권인 브뤼셀 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된다. 플란더스 지방은 왈로니아 지방과는 달리, 지방의회와 언어
공동체 의회의 합병 대신 브뤼셀 지방의회 내 네덜란드어권 의원을 통해 브뤼셀 지역 내 플란더스어권
문제를 별도로 다루고 있다. 한편 독일어 공동체 의회의 경우, 25명 의원 모두 직접 및 보통 선거에 의
해 선출된다. 또한, 동 의회는 문화, 교육, 시청각 등 여타 언어 공동체 의회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문제
이외에도 유물 및 유적지를 관리하는 권한을 지닌다.
ㅇ 행정부
입헌군주국으로서 국가체제는 연방 국가로, 연방정부(중앙 정부)와 3개의 지방 정부(브뤼셀, 플란더스,
왈로니아) 및 3개의 언어별 공동체(네덜란드와, 프랑스어, 독일어로 독일어 공동체는 극히 작음)로 구성
되고 정부(연방과 지방) 형태는 다수 내각 책임제이다.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은 국가간 외교, 국방, 사
회보장, 통화, 세제, 안보 및 치안, 사법 분야에 국한되고 나머지 분야는 지방 정부와 언어 공동체 권한
에 속한다.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외국의 지방당국과의 경제, 과학, 문화적 외교 관계, 지역 고용 정책, 토지 관리
정책, 과학 기술 개발 정책, 도로, 항구 등 공공 사업 등을 관할하고 언어 공동체는 교육, 문화, 복리
후생(장애자, 탁아소, 청소년 보호 등)을 관리한다. 각 지방 정부와 공동체는 고유의 행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다.
ㅇ 사법부
사법권의 독립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법관은 국왕에 의해 종신직으로 임명되며 형법상 소추에 의하
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최고 재판소로는 브뤼셀에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이 있으며 상급법
원은 각 주에 있는 중재 재판소(Cour d'Assise)와 5개 지방에 상고법원(Cour d'Appel)이 있다. 또한
24개의 사법 구에 1심 재판소(Tribunal de Premiere Instance)가 있고 각 읍에는 1개의 치안 재판소
(Justice de Paix)가 있다. 특별 법원으로는 노동 법원, 상사 법원, 청소년 법원, 전쟁 법원, 군법 회의가
있으며 최고 행정 재판 기관으로는 국가 평의회(Conseil d'Etat)가 있다.
2) 주요 제도
ㅇ 선거 제도
하원 의원(총 150석)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된다. 만 18세 이상의 벨기에 국적의 국민은 선거권과 피선
거권이 있으며 의무 투표제이다. 벨기에의 선거율은 통상 90%를 웃돌 정도로 투표율이 매우 높은데,
이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투표 참여를 하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되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30~6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거 주기는 4년이나 내각과 국회가 해산되면 만기 이전이라도 총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정치적 안
정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 해산 때에 국회가 임시 총리를 임명하고 국회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만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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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회가 해산된다. 정당 활동과 선거 유세에 따른 사회 부정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국가가 선출된 국
회 의원 수를 기초로 정당에 보조금을 부여하는 대신 국가의 재정 감사를 받는다.
ㅇ 정당 제도 및 현황
벨기에에는 총 22개의 정당이 있으며 그 중 주요 정당은 N-VA, Open VLD-MR, CD&V-CDH, SPA-PS,
Ecolo-Groen(전통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네덜란드어-프랑스어계의 4개 정당)이다.
2014년 5월 25일 열렸던 벨기에 총선 결과, 네덜란드어권 민족당(N-VA)이 하원 150석 중 최다의석
인 33석을 차지해 승리를 거뒀다. 반면 극우정당(Vlaams Belang)의 경우 지난 총선대비 9석을 상실했
는데 이는 극우정당에 대한 네덜란드어권 주민들의 지지가 민족당으로 이동했던 것에 기인했다고 분석
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어권 지역에서는 사회당(PS)가 24석을 차지해 불어권 최대 정당의 입지를 유지했으나 지
난 선거 대비 2석을 상실했다. 한편, 지난 연방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던 프랑스어권 노동당(PTB)와 극우
정당(FDF)은 이번 총선에서 각각 2석을 확보하며 원내 진입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4년 5월 25일 선거 결과 각 정당별 하원의석수는 아래와 같다.
네덜란드어권 정당 의석 수(총 87석)
정당

의석수

지난 총선대비 의석수

민족당(N-VA)

33

+6

기독사회당(CD&V)

18

+1

자유당(Open VLD)

14

+1

사회당(SP.A)

13

0

환경당(Groen)

6

+1

극우당(Vlaams Belang)

3

-9

프랑스어권 정당 의석 수(총 63석)
정당

의석수

지난 총선대비

사회당(PS)

24

-2

자유당(MR)

19

+1

인류민주당(CDH)

9

0

녹색당(Ecolo)

6

-2

노동당(PTB)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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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당(FDF)

2

+2

대중당(PP)

1

0

ㅇ 2014년 10월 7일 벨기에 연방정부 출범
5월 25일 열렸던 총선 및 지방선거 이후 135일만인 10월 7일, 연정협상에 참여한 4개의 정당(네덜란
드어권 3개 정당 N-VA, CD&V, Open VLD 및 프랑스어권 정당 MR)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신 연
방정부가 출범했다.
신임 총리로는 정부조각자(Co-formateur)로 연방정부 구성 협상을 주도했던 프랑스어권 자유당 MR
대표 샤를 미셸(Charles Michel)이 선임됐는데, 역대 벨기에 총리 중 최연소이자(1975년생, 38세) 최초
의 프랑스어권 자유당 계열 출신이다. 샤를 미셸은 16세에 정계에 입문해, 25세에는 이미 최연소 장관
을 기록했으며 Wavre시 시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신 연방정부의 내각명단은 아래와 같다.
각료(총 14명)
직위

이름

정당

총리

Charles Michel

MR

부총리 겸 내무장관

Jan Jambon

N-VA

부총리 겸 외교 유럽장관

Didier Reynders

MR

부총리 겸 고용, 경제, 소비자보호 장관

Kris Peeters

CD&V

부총리 겸 개발협력 장관

Alexander De Croo

Open VLD

재정장관

Jan Van Overtveldt

N-VA

국방장관

Steven Vandeput

N-VA

법무장관

Koen Geens

CD&V

예산장관

Hervé Jamar

MR

사회, 공공보건 장관

Maggie De Block

Open VLD

에너지, 환경, 지속개발 장관

Marie-Christine Marghem

MR

교통장관

Jacqueline Galant

MR

연금장관

Daniel Bacquelaine

MR

농업, 중소기업, 자영업, 사회통합 장관

Willy Borsus

MR

국무장관(총 4명)
담당 업무

이름

정당

대외무역

Pieter De Crem

CD&V

망명, 이주

Theo Francken

N-VA

반사회부패, 사생활 보호

Bart Tommelein

Open VLD

빈곤퇴치, 장애인, 탈세방지, 과학

Elke Sleurs

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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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정치적 성격
ㅇ 기독사회당(CD&V): 1939년 창당, 네덜란드어 카톨릭계, 전통 고수주의 경향이 짙은 우익계, 국가
의 경제사회 문제 개입주의. 플란더스 이권보호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정당의 이름을 CVP에서 CD&V로
대체했다.
ㅇ 인류민주당(CDH): 1939년 창당, 과거 프랑스어계 기독사회당이며 기독교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류
주의로 확대한다는 의미로 기독이라는 단어를 인류로 대체하는 동시에 과거 우익적인 성격에 강했던
것에서 중립으로 전환했다.
ㅇ 사회당(SPA): 1885년 창당, 근로자의 이익보호, 사회보장 등 사회주의 이념이 강한 네덜란드어 좌
익당이다.
ㅇ 사회당(PS): 1885년 창당, 프랑스어계 사회당으로 SP와 동일한 정당 이념을 가지고 있는 좌익 성
격의 정당이다.
ㅇ 자유민주당(Open VLD): 1992년 창당, 정부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반대
하고 자유경제 원칙을 강조하는 네덜란드어 우익당이다.
ㅇ 자유당(MR): 1965년 창당, VLD와 유사한 정당 이념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어 우익당. 2002년 ‘개혁
운동’이라 정당 명칭을 바꾸었다. 1993년 브뤼셀의 프랑스어 주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브뤼셀 지역에 국
한된 FDF당과 연합했다.
ㅇ 환경당(Groen): 1980년 창당, 자연, 환경주의, 인권주의 및 민주주의 강화를 주장하는 정당으로
사회당 보다 좌익성이 더 강한 네덜란드어 정당이다.
ㅇ 환경당(Ecolo): 1980년 창당, Groen과 정당 이념이 동일한 프랑스어 환경당이다.
ㅇ NV&A(플란더스 독립주의당): 플란더스 지방의 독립을 주장하는 우익당이다.
ㅇ FN, Vlaams Belang, Lijst Dedeckers: FN, 프랑스어계 극우파 정당. Vlaams Belang 과 Lijst
Dedeckers는 네덜란드어계 극우파 정당(플란더스 지역의 독립 주장)이다.
ㅇ MCC: 1998년 창당했으며 브뤼셀, 왈로니아의 프랑스어계가 단결한 경제부흥을 주 목표로 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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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인사
각료(총 14명)

총리
Charles Michel
정당 MR

부총리 겸 내무
장관
Jan Jambon
정당 N-VA

부총리 겸 외교
유럽장관
Didier
Reynders
정당 MR

부총리 겸 고
용, 경제,
소비자보호 장
관
Kris Peeters
정당 CD&V

부총리 겸
개발협력 장관
Alexander De
Croo
정당 Open VLD

재정장관
Jan Van
Overtveldt
정당 N-VA

국방장관
Steven
Vandeput
정당 N-VA

법무장관
Koen Geens
정당 C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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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장관
Hervé Jamar
정당 MR

사회 , 공공보
건 장관
Maggie De
Block
정당 Open
VLD

에너지, 환경,
지속개발 장관
Marie-Christine
Marghem
정당 MR

교통장관
Jacqueline
Galant
정당 MR

연금장관
Daniel
Bacquelaine
정당 MR

농업, 중소기
업, 자영업,
사회통합 장관
Willy Borsus
정당 MR

국무장관(총 4명)

대외무역
Pieter De Crem
정당 C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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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Bart Tommelein
정당 Open V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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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 이주
Theo Francken
정당 N-VA

빈곤퇴치, 장애인,
탈세방지, 과학
Elke Sleurs
정당 N-VA

라. 외교 관계
벨기에는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하여 주변 열강들의 각축장이었으며,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
조를 지니고 있다. 벨기에는 EU 및 UN에 적극 참여하는 다자주의 외교를 실천해왔으며 이를 통해 국
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주요 국가들과 경제통상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마. 최신 정보
ㅇ 2016년 3월 22일, 브뤼셀 폭탄 테러로 수백 명의 사상자 발생
2016년 3월 22일 오전 8~9시 사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자행된 이번 연쇄 테러로 총 32명이 숨지고 340여 명이 부상을 입
었다. 첫 번째 폭발은 오전 8시경 브뤼셀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일어났으며 두 번째 폭발은 9시경 EU
본부 가까이에 위치한 지하철 말백역에서 발생했다.
테러 발생 후, 벨기에 정부는 곧바로 국가테러경보를 최대등급인 4단계(매우 심각)로 격상하고 경계주
의보를 발령했다. 4단계의 테러경보는 이틀 후 3단계(심각)로 하향됐으며, 한때 전면 폐쇄됐던 대중교통
은 거의 완전히 정상화됐다.
한편, 벨기에 의회는 국내 테러보안 강화를 위해 밤 9시~새벽 5시 사이 금지됐던 가택수색 규정을 삭
제시키는 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테러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은 24시
간 가택수색이 가능해졌으며 불법 무기거래 등 테러 관련 불법행위 추적을 위한 전화 도청 역시 허용
된다. 벨기에 당국은 이외에도 외국 테러 조직과 테러리스트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
터 뱅크를 구축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30일 기준, 벨기에에는 3단계의 테러경보(심각수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벨
기에를 방문할 예정이 있는 기업 또는 여행객들은 이 같은 현지 상황을 감안해 공공장소, 다중 밀집장
소(경기장, 공연장, 대형쇼핑몰)의 방문을 자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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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벨기에, 2017년부터 33.99% 법인세를 2020년까지 20%로 순차적 하향
주변 EU국들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벨기에의 법인세율(33.99%)로 국내 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
인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한다고 판단, 벨기에 정부는 2016년 8월 31일의 법인세율을 순차적으로 인하
해 2020년도에는 2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벨기에 법인세율은 EU 평균인 22.09% 대
비 11.9%나 높은 수준이며 주변국인 네덜란드(25%), 영국(20%), 스페인(25%), 독일(29.72%), 스
위스(18%)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법인세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인세율 인하는
2017년도부터 적용돼 2017년(27%), 2018년(24%), 2019년(20%) 등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벨
기에 정부는 이 같은 법인세 인하 추진으로 향후 국내 기업 및 외투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벨기에 정부,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소재 기관 및 기업 유치에 나서
2017년 3월 31일, 영국 보험사 로이즈(Lloyd’s)가 벨기에 브뤼셀에 신규 유럽지사를 설립한다고 발표
했다. 로이즈는 브렉시트에 따른 손해발생을 막기 위해 유럽 국가 내 지사 설립을 추진해왔으며 독일
(더블린), 룩셈부르크 등을 후보도시로 삼고 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브뤼셀을 선
택한 이유로는 수많은 EU 기관들이 밀집해있고, 영어가 통할 뿐 아니라 유럽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등
접근성을 꼽았으며, 이 외에도 벨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협조 역시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나
타났다. 로이즈의 브뤼셀 유럽지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운영될 계획이며 동 지사 설립에 따라 약
1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런던 내 많은 금융 관련 업체 및 유럽 기관들은 브렉시트에 따른 시장 불안전성을 우려해 다른
유럽도시로의 이전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벨기에 정부는 이들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
다. 런던에 위치한 유럽의약청(EMA) 및 유럽은행감독청(EBA) 역시 브렉시트에 따라 타 EU국으로의
이전 계획을 발표했는데, 벨기에 정부가 동 기관 유치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2017년 5월 3일, 벨기에 재정부 장관 Johan Van Overtveldt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런던
시티를 방문해 본격적인 로비전에 나서기도 했다. 벨기에 정부는 EU 기관 유치 시, 동 기관 소속직원
들을 포함해 관련 산하기관 역시 함께 이전되는 만큼 유치를 통해 벨기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바람대로 향후 벨기에가 영국 내 금융기관 및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유
럽의 새로운 금융허브로 부상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가. 최신 동향
2013년 11월, 한-EU 정상회담 브뤼셀에서 열려
2013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EU 수교 50주년을 맞아 EU(유럽연합)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을
방문하고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우리나라와 EU는 번영된 미
래를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협력하고 안보∙다자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이 내용을 담은 ‘한-EU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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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정치∙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문화∙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과학기술∙연구∙혁신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 시너지 극대화 및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상호
교역과 투자의 확대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EU 정상회담

자료원: 청와대 블로그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벨기에 필립 국왕 초청만찬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브뤼셀 방문은 필립 국왕의 만찬에도 이어졌다. 양측 대표는 2013년 11월 7일 브
뤼셀 라켄 궁에서 만찬을 가지며, 양국 간 실질 협력의 증진 방안, 한-EU FTA 평가 등 상호 관심사안
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벨기에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부터 지지해준 데 이어 한국전쟁 때도 3,000명이
넘는 병력을 파견해 민주주의 수호를 지원해주었을 뿐 아니라, 90년대 말 한국의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투자조사단을 파견했던 벨기에의 도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친구의 나라로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필립 국왕은 경제강국인 한국과의 호혜적인 경제성장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히며, 양국이 경제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
원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럽사무소(KIAT Europe Office) 브뤼셀 개소
2014년 3월 25일 브뤼셀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개소식이 개최됐다. KIAT의 유럽사무소는
한국과 유럽 간의 산업기술협력의 거점으로 양 지역의 R&D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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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개소식에는 전 김창범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
KIAT 원장, EUREKA 등 R&D 관련기관 대표, IMEC 등 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벨기에 겐트대학교,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개교
벨기에 겐트대학교는 2013년 11월, 한국 교육부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을 받아 2014년 9월
1일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에서 개교식을 열었다. 개교식에는 겐트대 본교총장, 벨기에 대사 등이 참
석했다. 겐트대학교는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하는 최초의 유럽대학으로 분자생명공학과, 환경공학과,
식품공학과 등 총 3개의 학부과정이 개설됐다. 송도 글로벌 캠퍼스는 겐트대와 동일한 수준의 유럽식
교육이 제공되며 졸업 시 본교 학위가 수여된다.
이 밖에도 2016년 3월 8일,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는 건국대학교와의 교류협력 MOU를 체결한다고 밝
혔다. 이번 MOU에 따라 앞으로 두 대학은 생명과학 분야 공동연구 및 공동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추진
할 예정인데, 향후 세부협의를 통해 건국대에 공동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우수학생을 선발, 건
국대에서 2년, 겐트대에서 1년의 수학과정을 거친 후 박사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다.
2016년 7월부터 한-벨 워킹 홀리데이 협정 발효
2014년 4월 14일 브뤼셀에서 체결됐던 한국-벨기에 워킹 홀리데이 협정 프로그램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12개월간 유효하며, 참가자 수는 한 해 200명으로 제한된다. 근
로 혹은 학업을 부수적으로 취하는 것은 최장 6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하고, 체류기간 도중 체류 목적을
변경할 수는 없다. 만 18~30세 이하인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이번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향
후 양국 간 이해 폭이 넓혀지고 나아가 한국과 벨기에 협력 관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학기업 솔베이 실리카, 새만금 산업단지에 8,300만 유로 투자
2016년 4월 27일,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에서 솔베이 실리카 코리아와 새만금개발청은 공장 기공식
이 개최됐는데 동 기공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An Nuyttens 솔베이 실리카
사장을 비롯한 관련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솔베이 실리카는 벨기에의 세계적 화학기업 솔베이 그
룹에서 100% 출자한 기업으로, 그린타이어 재료로 사용되는 프리미엄 실리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동 사는 총 8,300만 유로를 투자해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69,935㎡에 달하는 친환경적인 공장을 건
설한 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 중에 있다. 솔베이 실리카 새만금 공장이 가동되면 총
80명의 직접 고용을 포함해 연간 580여 명의 고용창출을 비롯, 약 2,0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가
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 타이어 업체들의 친환경 타이어 제품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 개요
한국과 벨기에는 1901년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했으며, 벨기에는 1948년 8월 15일 우리 정부 수립과
동시에 한국을 승인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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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는 참전 16개국의 일원으로서 보병 1개 대대가 참전했으며, 그 후 UN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
으로 한국 입장을 지지해 온 전통적 우방국가이다. 벨기에는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
본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의 교류와 협력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다. 문화관계
벨기에 연방정부는 문화에 관한 관할권을 3개(네덜란드어, 불어, 독일어) 언어권공동체(Community)에
이관, 대외 문화 교류 및 외국과의 문화위원회 개최도 언어공동체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다. 한-벨
문화 교류는 1980년 3월 양국 간 문화협정 체결 및 문화위 운영을 시작으로 다양한 학술·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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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7년 문화행사
연도

문화행사

2011년

< 한-벨 수교 110주년기념행사>
ㅇ 정부 태권도 시범(4.9, 겐트 Flanders Sports Arena)
ㅇ 수교 기념 국립국장 'Soul, Sunflower' 공연(6.1, Theatre National)
ㅇ 국악기 특별전(2011.7.1~2012.12.31, 브뤼셀 악기박물관, 국악기 20점 전시) 및 국
악공연(2011.7.1~7.2, 브뤼셀 악기박물관)
ㅇ 코리언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9.19, Royal Brussels Conservatory)
ㅇ '제1회 한국어말하기 대회' 개최(12.1, 세종학당)
ㅇ 루벤대학교 동방도서관 한국자료실 "Window on Korea" 개관(12.13, 루벤대학교)
< 제29회 브뤼셀 국제판타스틱 영화제(BIFFF)>(4월)
ㅇ 김지운 감독 '악마를 보았다' 대상 수상
< 2011년 퀸 엘리자베스 콩쿨(성악)>
ㅇ 소프라노 홍혜란 대상 수상

2012년

ㅇ
ㅇ
ㅇ
ㅇ
ㅇ

2013년

2014년

장고 workshop - 브뤼셀 북(North) 문화센터(2.20-25)
브뤼셀 국제판타스틱 영화제(BIFFF, 4.5-17)
화음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7.11, Bozar)
Brussels Piano Festival(10.2-30, Hôtel de Ville, Grand Place)
제2회 한국어말하기 대회 개최(11.24, 대사관)

< 한-EU 수교 50주년기념행사>
ㅇ 한-EU 50 주년 수교 개막식(2.21, European Commission Berlaymont Building)
ㅇ Quiz on Korea(5.25, 대사관)
ㅇ NANTA 공연(6.10, Place de la Monnaie)
ㅇ 한식경연대회(6.17, Mmmmh!)
ㅇ 태권도 '탈'(TAL) 공연(9.11,Wolubilis)
ㅇ 우리 해군 순항훈련함대 방벨(9.18-20, 안트워프항)
ㅇ 제 3차 한식 행사(9.23, Bozar Brasserie)
ㅇ 이불(Lee Bul) 작가 전시회(10.4)
ㅇ 제 1회 브뤼셀 한국 영화제(11.19-21, Bozar)
ㅇ 한국문화원 개원(11.26, 리셉션(문화원), 공연(Arirang) Bozar)
ㅇ 재유럽청년작가전(11.28-12.20, 문화원)
ㅇ 제 3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11.30, 문화원)
<브뤼셀 국제판타스틱 영화제(BIFFF)>(4.2-13, Bozar)
ㅇ 구혜선 감독 '복숭아 나무' 리셉션 등
ㅇ <서울에서 온 한국의 보물> 전시회(6.18-7.26, 문화원)
ㅇ 대한민국-벨기에 ‘화합의 장’: 대형화면 월드컵 경기 단체 관람(6.26, Stade des Trois
Trilleuls)
ㅇ ‘현성가인’과 소리꾼 민혜성의 국악 콘서트(7.5, 문화원)
ㅇ <Landscape> 전시회(9.24-10.11, 문화원)
ㅇ 이이남-뉴미디어아트 전시회(10.8-11.22, 문화원)
ㅇ 한국음악 듀오 숨[SU:M]콘서트(10.11, 문화원)
ㅇ 제2회 브뤼셀 한국영화제(10.17-10.23, 문화원, Cinema Galaries 외)
ㅇ Korea Festival-컨퍼런스: 한국음악&한의학(10.21, 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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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16년

2017년

ㅇ MosaiKOREA-산조 공연(11.26, Flagey studio 4)
ㅇ View Reflection Crossing-한벨 만화전(11.25-1.17, 문화원)
<2014년 퀸 엘리자베스 콩쿨(성악)>
ㅇ 소프라노 황수미 대상 수상
ㅇ 제 1회 문화강좌 전시(01.24-01.31, 문화원)
ㅇ 한국 클래식 영재 콘서트 (01.28, 문화원)
ㅇ ANIMA 영화제, 한국만화영화상영(02.13-02.22, Fragey)
ㅇ 한국요리 특별강좌(02.27-02.28, 문화원)
ㅇ <Transition from Tradition to Digit> 전시회와 Between Two Reeds Sculptures en
verre전시회(03.11-04.18, 문화원)
ㅇ 정가악회 렉쳐콘서트(03.14, Love2Arts Gallery)
ㅇ 정가악회 콘서트(03.20, Théâtre Molière, Muziekpublique)
ㅇ <Spiritual Lights> 전시회(04.23-06.27, 문화원)
ㅇ Trio Concert (04.29, 문화원)
ㅇ <Souffle Coréen> 한국 영화 상영(05.18-06.17, La Vénerie)
ㅇ <Jin Seo> 사물놀이 공연(05.18,La Vénerie)
ㅇ 클래식 콘서트(2.26, 문화원)
ㅇ 피아노 리사이틀- 김다솔(3.21, 문화원)
ㅇ 제 8회 Made In Asia(3.11-3.13, Brussels Expo)
ㅇ Korea in Motion- 한국영화상영, 전통공연 등(5.03-5.04, 겐트대학교)
ㅇ SSING SSING 공연- 전통음악 소재의 팝밴드(5.30, 문화원)
ㅇ 에스더 유 트리오(6.06, 문화원)
ㅇ 갈라 콘서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결선 진출자(6.20, 문화원 공연홀)
ㅇ K-POP Academy- 보컬 및 춤 트레이닝(7.18-7.29, 8.01-8.12)
ㅇ 제 4회 브뤼셀 한국영화제(9.15-9.23, Cinema Galeries 외)
ㅇ 이재원 트리오 콘서트(9.05, 문화원)
ㅇ 제 2회 브뤼셀 한국음악축제(10.22-10.25, 문화원)
ㅇ 김봄소리 바이올린 리사이틀(12.12, 문화원 공연홀)
ㅇ Korea in Motion- 한국문화 관련 전시와 공연(11.29-12.17, 루벤 동아시아 도서관)
ㅇ My Own Korean Cinema In 35MM- 미니 한국영화 페스티벌(2.08, 2.15, 2.22,
Cinema Aventure, Brussels)
ㅇ 클래식 공연- 유한승 콘서트(1.10, 문화원 공연홀)
ㅇ 클래식 공연- 서형민 피아노 콘서트(1.30, 문화원 공연홀)
ㅇ 이지혜 재즈 콘서트(3.14, 문화원 공연홀)
ㅇ 조현진 바이올린 공연(3.21, 문화원 공연홀)
ㅇ Coreyah- 한국의 전통ㆍ현대 음악 조합 밴드(4.03, 문화원)
ㅇ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밴드 공연(5.17, Beursschouwburg)
ㅇ 한국 전래동화 구현(5.20, 문화원)
주: 2017.6.1 기준
자료원: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주벨기에 한국문화원(무역관 작성)

라. 북한과의 관계
벨기에는 북한 불승인 정책을 유지해왔으나, 남·북한 UN 동시 가입 이후인 1992년 4월 북한을 국가로
승인했다. 벨기에와 북한의 공식적 외교관계는 2001년 1월 23일에 수립됐으며, 한국의 벨기에 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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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대사를 겸임하고 있다. 벨기에에는 북한대사관이 없고 주영국 북한대사가 벨기에 대사를 겸임하고
있다.
벨기에와 북한의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 양국 교역은 전년대비 559.07% 증가한 약 322만 8
천 달러를 기록했으며 벨기에는 총 321만 6천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통상적으로 벨기에는 북
한과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도 무역수지는 19만 달러 기록).
2016년 벨기에의 대북 수출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848.35% 증가한 322만 2천 달러를 수출했으며,
대북 수입의 경우 총 5800달러의 수입으로 전년대비 96.1% 감소했다. 벨기에-북한 교역은 그 액수가
수천 혹은 수만 달러에 이르는 등 일정한 흐름 없이 불규칙적인 양상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벨기에의 對북한 교역실적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339.752

-69.73

3,222.041

+848.35

수입

150.014

+203.27

5.849

-96.10

무역총액

489.766

-58.21

3,227.89

+559.07

무역수지

+189.738

-

+3,216.192

-

자료원: WTA(World Trade Atlas)
ㅇ 수출
2016년 벨기에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품목으로는 유기화학제품(29), 유리(70), 유제품(04), 베이커리류
(19), 각종 화학공업생산품(38), 의류(62), 기계(84) 등 총 7개 품목이다. 이 중 2016년 한 해 북한으
로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유기화학제품(29) 품목으로 총 302만 1000달러를 수출하며 전체 수출의
93.77%를 점유했다. 그 뒤로 유리(70) 품목이 8만 4000달러(2.61% 점유), 유제품 약 5만 2000달
러(1.61% 점유), 베이커리류 3만 3000달러(1.04% 점유),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3만 달러(0.93% 점
유) 순으로 수출했다.
ㅇ 수입
대북 수입의 경우, 2016년 한 해 약 6000달러를 수입하며 전년대비 96.1% 감소를 보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보일러· 기계류(84), 전기기기(85), 향료·화장품류(33), 철강제품(73), 편물제의류(61) 등 총
5개 품목이 수입됐는데, 이중, 전기기기(85)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5년에는 수입이 전무했다가
2016년에 들어 처음 수입된 품목들이다.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으로는 보일러·기계류(84)로, 총 5천
달러의 수입으로 전체의 88.6%를 점유했다. 그 뒤로 전기기기 341달러(5.83% 점유), 향료·화장품류
295달러(5.04% 점유), 철강제품 26달러(0.45% 점유), 편물제의류 5달러(0.09% 점유) 순으로 수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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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
1. 경제지표 DB
구분
국가일
반

지표

단위

2017

인구

(명)

11,303,528명

면적

㎢

30,528㎢

한반도 대비면적

배

경상도 크기

지표

단위

2014

2015

2016

2017(E)

경제 성장률

%

1.7

1.5

1.2

1.4

1인당 GDP

유로

35,900

36,334

37,417

-

명목 GDP

백만 유로

400,797

410,247

421,611

-

백만 유로

427,515

434,800

446,824

-

%

0.5

0.6

1.8

2.0

%

0.6

1.1

0.7

1.3

3,075.50

3,525.97

3,551.78

4,003.85

정부부채
대내경
소비자물가상승률
제
민간소비증가율
종합주가지수

대외경
제

실업률

%

8.5

8.5

8.0

7.9

수출실적

백만 달러

472,554

396,968

398,012

-

수입실적

백만 달러

454,784

375,186

372,635

-

무역수지

백만 달러

17,770

21,782

25,377

-

외국인투자금액
(Stock)

백만 달러

525,612

468,710

474,885

-

총 외채

백만 유로

1,033,417

1,043,697

1,115,985

-

외환보유고

백만 유로

20,911

22,135

22,353

23,144*

이자율

%

0.16

0.05

0.05

0.00

환율

EUR-$

1.3285

1.1177

1.2338

1.0905

주1: 유로/달러변환은 당해년도 환율을 기준으로 함
주2: 종합주가지수(2017.5.12 기준), 이자율(2017.6 기준), 외환보유고(2017.5 기준)
자료원: 벨기에 중앙은행, 벨기에 연방무역청, 한국 수출입은행, 벨기에 경제기획원, UNCTAD,
Eurostat
작성기준일: 201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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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주요 경제지표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E)

경제성장률

%

1.7

1.5

1.2

1.4

1인당 GDP

유로

35,900

36,334

37,417

-

명목 GDP

백만 유로

400,797

410,247

421,611

-

정부부채

백만 유로

427,515

434,800

446,824

-

소비자물가상승률

%

0.5

0.6

1.8

2.0

민간소비증가율

%

0.6

1.1

0.7

1.3

3,075.50

3,525.97

3,551.78

4,003.85

종합주가지수
실업률

%

8.5

8.5

8.0

7.9

수출실적

백만 달러

472,554

396,968

398,012

-

수입실적

백만 달러

454,784

375,186

372,635

-

무역수지

백만 달러

17,770

21,782

25,377

-

외국인투자금액

백만 달러

525,612

468,710

474,885

-

총 외채

백만 유로

1,033,417

1,043,697

1,115,985

-

외환보유고

백만 유로

20,911

22,135

22,353

23,144*

이자율

%

0.16

0.05

0.05

0.00

환율

EUR-$

1.3285

1.1177

1.2338

1.0905

주1: 유로/달러변환은 당해년도 환율을 기준으로 함
주2: 종합주가지수(2017.5.12 기준), 이자율(2017.6월 기준), 외환보유고(2017.5월 기준)
자료원: 벨기에 중앙은행, 벨기에 연방무역청, 한국 수출입은행, 벨기에 경제기획원, UNCTAD,
Eurostat
작성기준일: 2017.6.12 기준
나. 경제성장률
유럽 금융위기 이후 벨기에 경제성장률은 2012년 0.1%, 2013년 -0.1% 등 대폭 하락했는데, 이러한
급락은 내수 부진 특히 민간 및 정부소비 위축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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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가 다소 회복세를 보여 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15년에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리스 사태 등 유럽 역내 정치불안 정세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5%를 기록하며
당초 예상보다는 둔화되고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2016년 벨기에 경제는 3월 브뤼셀 테러사건, 9~10월 중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등의 여파로 관광
산업 및 소비심리가 위축돼 전년보다 둔화된 1.2% 성장에 그쳤다. 벨기에 중앙은행은 전년대비 설비
가동률 상승 등으로 2017년 투자부문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고용 확대,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2017년~2018년 GDP를 각각 1.4% 및 1.7% 성장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17년 민간
소비 및 공공지출 역시 이 같은 회복세에 따라 전년대비 각각 1.3%,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출 역시 4.1%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다. 금리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가 당초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어 유럽 물가 안정, 각국의 부채경감을 위해 유럽중
앙은행(ECB)이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금융위기가 몰려왔던 2009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ECB는 2013년 5월 2일 0.75% 였던 금리를 10개월만에 다시 0.25% 인하한 0.5%로 단행
했으며, 2014년에는 0.05%까지 하락시킨 바 있다. 또한, 2015년 6월 3일에는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으며, 2016년 12월 8일 지금까지 조정돼 온 통화완화 조치가 유럽 경제를 개선시키는 데 기여
하고 있다고 판단해 아래와 같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 기준금리: 0.00%
- 한계대출금리: 0.25%
- 예금금리: -0.40%
2017년 6월 8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럽 경제 리스크가 사라지기는 했지만 자산매입프로그
램을 통한 양적완화 조치는 계속 유지해나가겠다고 밝히며 현행 제로 기준금리와 예금금리, 한계대출금
리 역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ECB는 성명을 통해 최소 올해 말 또는 그 이후까지도 현행
금리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기준금리 추이
(단위: %)
연도
기준금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5

1.0

1.0

1.0

0.75

0.5

0.05

0.05

0.05

0.00

자료원: ECB
라. 환율
최근 몇 년간 유럽은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유럽 경제 위기를 겪으며 달러대비 약세를 보여왔다. 여기
에, 2016년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는 브렉시트 영국 국민투표가 가결로 결정난 이후 넥시트, 프렉시트 등
EU 회원국 내 포퓰리즘 성향이 강해지면서 유로 약세는 더욱 악화돼 갔고, 2016년 12월 말에는 1유로
당 1.035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유로 위기설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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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프랑스 1차 대선에서 극우정당인 르펜 후보가 결선에 진출함에 따라 유럽연합의 탈퇴 위
협에 놓였던 프랑스는 마크롱의 당선으로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다. 마크롱 당선 이후, 투자은행들은 유
로/달러 전망을 속속들이 상향하고 있는데,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17년 말 유로/달러 환율을 1.02달러
에서 1.08달러로, 도이치뱅크는 0.97달러에서 1.05달러로 각각 상향 전망하고 있다.
환율 추이(달러 표시 유로화 환율)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환율
(연말 기준)

1.3917 1.4406 1.3362 1.2939 1.3194 1.3791 1.2141 1.0887 1.0541

환율
(평균 환율)

1.4708 1.3948 1.3257 1.3920 1.2848 1.3281 1.3285 1.1177 1.2338 1.0905

-

주: 2017.5.24 기준
자료원: ECB
최근 5년간 환율변동 추이(달러화 표시)
(단위: %)

자료원: ECB
마. 물가
2008년 4.5%까지 올라갔던 벨기에의 물가상승률은 2012년 2.6%, 2013년 1.2% 등 계속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저유가에 따른 에너지가격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화 약세
에 더불어 2014년 물가상승률은 0.5%까지 하락했다. 이에 ECB는 2014년 9월 추가금리 인하를 통한
양적완화 조치로 물가상승을 유도하고 있는데, ECB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라 벨기에 2015년도 물가상
승률은 전년대비 0.1%p 오른 0.6%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ECB의 양적완화 정책과 국내 전기요금 인상 등 벨기에 정부정책 등의 영향에 힘입어 1.8%
까지 상승하는 등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에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
돼 물가상승률이 2.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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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물가
상승률

1.8

4.5

0

2.3

3.4

2.6

1.2

0.5

0.6

2016 2017(E)
1.8

2.0

자료원: 벨기에 중앙은행
바. 실업률
2011~2012년 각각 7.2%, 7.6%의 실업률을 보였던 벨기에는 2013년 3분기에 8.8%를 기록하면서
10년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후, 2013년 연간 실업률은 8.4%에 그쳤으나 벨기에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아 2014년도 실업률은 이보다 0.1%p 오른 8.5%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벨기에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축 등으로 실업률 개선속도가 늦어져 전년도와 동일한 8.5%를 기록했다.
2016년의 경우, 경기상황 호조세와 더불어 정부의 실업구제 정책 등으로 8.0%를 나타냈다.
벨기에 중앙은행은 완만하게 지속되고 있는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17년 실업률을 전년대비 0.1%p
하락한 7.9%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17~2018년 고용상황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개선, 기업의 사
회보장 지출부담 축소 등에 따른 노동비용 감소로 1% 수준의 증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실업률 역시 추가적인 하락으로 유로존
(9.5%)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 추이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E)

실업률

8.3

7.2

7.6

8.4

8.5

8.5

8.0

7.9

자료원: 벨기에 중앙은행
사.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2015년 GDP 대비 벨기에 정부부채는 106%를, 2016년도에는 106.8%를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긴축정책 등에 힘입어 부채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2017년 벨기에 정부부채율을 전년대비 0.3%p 하락한 106.5%로 예상하
고 있으며 2018년에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돼 106.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16년 벨기에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2.6%를 나타냈으나, 2017년
이후에는 벨기에 난민유입 감소에 따른 지출 축소, 사회보장 관련 지출 축소 등 세출이 추가적으로 감
소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적자 비율 역시 2%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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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산업동향
가. 개요
벨기에는 높은 임금, 천연자원의 부재 등으로 2016년 기준 농어업(1%), 제조업(17%)의 비중은 낮은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77%로 매우 높은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계무역과
가공산업이 발달한 무역 국가이며 특히 안트워프는 석유화학, 커피, 철강 등의 유럽 물류 중심지일 뿐
만 아니라 선물가격 결정 기준 시장이다.
인구 1,100만 명이 조금 넘는 협소한 시장 규모로 인해 소비재는 자체적인 생산 대신 수입에 많이 의
존하고 있다. 제조기업 중에는 중간재, 첨가물 등 가치사슬의 상위에 위치한 기업이 많은 편이며 대표
적인 산업으로는 의료바이오, 화학, 자동차, 물류 산업을 들 수 있다.
벨기에 GDP 내 산업별 비중(2016년 기준)

자료원: 벨기에 중앙은행
작성기준일: 2017.5.29
나. 주요 산업별 동향
1) 화학 산업
산업 개요
어니스트 솔베이(Ernest Solvay)로 대변되는 오랜 역사와 지속적인 R&D가 주요 발달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화학 산업은 2015년 기준 제조업 전체 수출의 24.2%를 차지했을 정도로 벨기에 최고의 수출
산업이다. 2009년 유로존 위기가 발생한 이후 전반적인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화학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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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당시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 화
학산업의 매출액은 643억 유로로 사상 최다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동 분야 종사자 수는 직접적으로는
88,700명, 간접적으로는 150,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벨기에 화학 및 생명공학 산업협회 Essenscia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벨기에 화학산업 매출액은 매년 3%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벨기에 화학산업 규모
(단위: 십억 유로)

자료원: Essenscia(벨기에 화학 및 생명공학산업협회)
작성기준일: 2017.5.29
산업 동향
화학산업은 벨기에 최고 수출산업으로 전체 벨기에 수출의 1/3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전체 생산품의
75%를 수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전년대비 5% 증가한 총 1,180억 유로를 수출했으며 2012년
1,105억 유로, 2013년에는 1,112억 유로, 2014년 1,120억, 2015년 1,180억 유로를 수출하는 등 꾸
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벨기에의 상위 10대 수출입 품목에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 정밀
화학원료 등이 포함돼 있는 등 양국 화학산업 간 교류가 매우 활발한 편이다.
벨기에 화학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로는 동 분야 기업들이 투자와 R&D 활동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한편, 정부측에서도 벨기에 화학기업들이 R&D와 기술혁신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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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화학산업 수출량 및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 수출액 규모는 환승(Transit) 제품 포함임.
자료원: Essenscia

전통적으로 벨기에 화학산업은 R&D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다. 2015년 기준 동 분야 투자규모
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36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벨기에 전체 제조업 R&D 투자의 60%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혁신분야 투자에 따라 국내 특허 출원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기준 벨기에
화학분야 특허 출원건수는 총 842건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했으며 이 중 360건이 승인됐다.
벨기에 화학산업 R&D 분야 투자 현황 추이
(단위: 십억 유로)

자료원: Essens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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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망
벨기에

화학

및

생명공학

산업협회

Essenscia는

2015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유로

약세화로

2017~2018년도 수출은 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꾸준한
R&D 투자, 본격적 유럽 경기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벨기에 화학 산업은 생산, 수출입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진출 전략
벨기에 화학분야 내 스타트업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및 유럽시장
의 상호 진출 또는 제 3국 공동진출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벨기에 대한 투자유치 홍보
대사인 전 Solvay CEO Mr. Christian Jourquin은 KOTRA 브뤼셀 무역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화학산
업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벨 양국 화학산업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2011년 CEO 재직 당시 Solvay의 특수화학 글로벌 본부와 이화여대 R&D 센터 설립을 결정한 것도
한국의 화학산업 인재와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화학분야 내 벨기에 우수 스타트업을 다수
알고 있는 그는 벨기에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KOTRA 브뤼셀 무역관을 통해 언제든
연락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우리 관련 기업들은 향후 브뤼셀 무역관을 활용해 벨기에 스타트업 기업들
과의 유럽시장 상호 진출, 공동 R&D 및 라이선스 등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가능할 것으
로 전망된다.
2) 자동차/수송기기 - 자동차 산업(자동차 부품 포함)
산업 개요
벨기에 자동차 시장은 인구 1000명당 487대의 승용차를 보유(Passenger Car Density) 중인 EU 평균
수준(487대)의 성숙된 시장이다. 인구 100명당 신차 등록 수(승용차 기준)는 4.4대로 룩셈부르크(8.7
대)에 이어 유럽에서 2번째로 많으며, 차량 보유 평균 기간도 8.0년으로 EU 평균인 8.6년 보다 낮은
역동성도 가지고 있다.
벨기에 자체 브랜드는 없으나 Volvo, Audi, Ford 등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
으며, 벨기에 자동차 산업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근로
자 수는 약 36만 명으로 전체 고용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 동향
2009년 발발한 유로존 경제위기와 함께 벨기에 자동차 생산규모는 145억 유로(2008년) → 99억 유로
(2009년)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가, 유럽 자동차 기업들의 벨기에 공장 투자계획 발표 등으로 동 산업
은 점진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 기준 벨기에 전체 자동차 산업 매출규모는 총 1,112억
유로를, 2015년 상반기에는 584억 유로를 기록했다(2017년 5월 30일 확인 기준 가장 최근 수치임).
또한, 2016년 벨기에 자동차 신차 등록대수는 전년동기대비 7.67% 증가한 539,519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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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자동차 시장은 폴크스바겐, 볼보, PSA(푸조·시트로앵) 등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한국산 자동차(현대·기아·쌍용) 역시 벨기에 시장 내 5위를 점하는 등(점유율 6.44%) 선전가도를 달리
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산 자동차는 벨기에 시장에서 총 3만 4,748대 판매됐는데,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현대(21,859대, 점유율 4.05%), 기아(11,554대, 점유율 2.14%), 쌍용(1,335대, 점유율
0.25%) 순으로 판매됐다.
2013~2016년 벨기에 자동차 시장 점유율 현황(승용차 신차 등록 기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브랜드명

등록
대수

점유율

등록
대수

점유율

등록
대수

점유율

등록
대수

점유율

RENAULT

45,652

9.4

44,112

9.1

50,040

10.0

55,871

10.36

2 VOLKSWAGEN 50,060

10.3

49,103

10.2

47,780

9.5

53,021

9.83

3

BMW

31,601

6.5

32,012

6.6

37,238

7.4

40,227

7.46

4

OPEL

33,555

6.9

31,876

6.6

33,852

6.8

38,470

7.13

5

PEUGEOT

38,803

8.0

38,472

8.0

37,044

7.4

37,593

6.97

6

MERCEDES

24,414

5.0

25,099

5.2

29,097

5.8

33,586

6.23

7

AUDI

29,296

6.0

29,935

6.2

32,364

6.5

33,225

6.16

8

FORD

25,624

5.3

24,790

5.1

24,806

5.0

25,316

4.69

9

CITROEN

33,884

7.0

32,303

6.7

28,068

5.6

25,154

4.66

10

HYUNDAI

18,600

3.8

19,852

4.1

20,102

4.0

21,859

4.05

1

~
17

KIA

13,242

2.7

12,995

2.7

11,372

2.3

11,554

2.14

32 SSANGYONG

392

0.1

619

0.1

1,053

0.2

1,335

0.25

계

486,065

100.0

482,939

100.0

501,066

100.0

539,519

100.0

자료원: FEBIAC(벨기에자동차공업협회)
산업 전망
주요 기업들의 투자를 바탕으로, 향후 벨기에 자동차 산업은 벨기에 시장뿐만 아니라 서유럽 중심이라
는 유리한 입지에서 EU 역내시장 판매를 위한 생산기지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5년 10월 폴크스바겐사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벨기에 자동차 시장 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벨기에 내 가솔린 차량 판매 증가와 더불어 디젤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CNG,
전기자동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들 차세대 자동차 시장이 본격화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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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인프라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 벨기에 시장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벨기에 정
부는 2020년까지 전기충전소를 21,0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는 등 관련 정책을 마련 중에 있
어, 향후 벨기에 대체연료 자동차 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진출 전략
ㅇ 자동차(완제품): 적극적 마케팅 전략
폴크스바겐 사태로 인한 디젤차량의 위축을 비롯해 저유가 현상으로 향후 벨기에 시장 내 가솔린 자동
차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솔린차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쟁이 심한 시장여건 속에서 관세 등 각종 비용부담으로 유럽경쟁사 대비 마케팅 비
용이 부족한 애로점에 대해서는 한-EU FTA 관세인하를 십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1500cc
초과 승용차: 무관세, 1500cc 이하 승용차: 2015년 7월 1일부로 종전 3.3%→1.6% 인하). 기아자동
차가 이와 같은 전략을 성공적으로 세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회사는 한-EU FTA에 따른 관세효
과로 관세 절감분을 이용해 현지 광고 확대, 경쟁사 대비 장기 보증(Warranty), 특정 할인 프로그램
등 적극적 프로모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장 내 입지를 다지고 있다.
ㅇ 자동차 부품: A/S 시장 공략
벨기에 자동차 시장 내 자체 브랜드가 없고 외국브랜드의 단순 조립시장이므로, 부품의 경우에는 A/S
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벨기에 내 진출한 자동차 브랜드들은 모두 자체 A/S 서비스 센
터를 두거나 현지 정비소들과 계약을 맺고 이들이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자동차 브랜드 지정
정비소들은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정비 시 순정품을 사용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비정품
사용이 가능하다(소규모 독립 정비소 시장은 매우 협소하며 이들 가운데 독자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사
업규모는 거의 없는 실정). 문제는 지정정비소가 독자적으로 비정품 구입이 불가능하므로, 순정품을 공
급해주는 현지 지사나 딜러들을 타겟으로 부품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유통/물류 – 물류 산업
산업 개요
벨기에는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의 좁은 국토 면적과 천만 명이 조금 넘는 작은 내수시장 규모를 가졌
지만, 유럽 주요 시장인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이웃하고 있다.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이러한 ‘전략적
위치’를 발판 삼아 벨기에는 육로, 수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고도로 발달시켰으며,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물류시스템 현대화에 주력해 세계적인 물류기지로 성장시켰다.
안트워프(Antwerp), 겐트(Ghent), 리에쥬(Liege), 지브루헤(Zeebrugge) 등 항구 중심으로 발달돼 있
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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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동향
벨기에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벨기에 물류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2016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서 벨기에는 전 세계 160개국 중 6위를 차
지했다. 물류성과지수는 국가별 물류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통관(Customs), 물류인프라(Infra), 국제
선적(International shipment), 물류역량(Logistics competence), 추적성(Tracking), 적시성(Timeliness)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2007년부터 2년 단위로 발표되는 지수이다(한국의 경우, 2016년 24위 기록).
특히 국제선적 부문에서 전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 벨기에의 물류산업 경쟁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벨기에 물류산업의 중심인 안트워프 항의 총 항구면적은 12,068ha로 항구 내 17개 터미널에서
총 610만㎡ 규모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물동량 기준으로 안트워프는 총 1억 9,900만
톤을 기록하며 유럽 2위(1위는 로테르담, 3위는 함부르크)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축척
된 물류 노하우로 Ceva Logistics(세계 5위권 포워딩 업체), Katoen Natie(종합 물류창고 업체), SEA
Invest(벌크 화물 전문 저장창고 업체) 등 세계적인 물류센터들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 전망
4개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내륙으로의 연결 기반이 잘 발달돼 있고 오랜 기간 축
척한 물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낙후된 내륙항, 운하 등도 대대적으로 정비하
는 등 인프라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이 같이 물류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물류산업에 대한 전
문성 등을 바탕으로 향후 벨기에 물류산업의 경쟁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출 전략
이 같이 고도로 발달돼 있는 벨기에 물류인프라를 십분 활용한 유럽 진출을 시도해볼 만할 것으로 사
료된다. 현대모비스 벨기에 유럽 부품센터의 경우 벨기에의 지리적 이점 및 물류 인프라를 잘 이용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루멘(Lumen)시에 벨기에 유럽 부품센터를 운영해왔으나,
2016년 7월 약 56,198㎡(1만 7천평) 규모의 중앙물류센터를 벨기에 베링겐(Beringen)시로 이전했다.
이 중앙물류센터는 관할지역에 A/S 부품을 공급하는 일반 물류센터를 담당할 뿐 아니라 독일,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헝가리에 위치한 지역물류센터들로 부품을 배송하는 물류 허브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밖에도, 해상운송 역시 주 2~3회씩 진행해 재고부족 현상 없이 고객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
리하고 있다. 벨기에 유럽 중앙물류센터는 각 센터별로 보유중인 저순환 부품 역시 이관 받아 통합적으
로 보관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저순환 부품은 연간 수요가 적은 부품이라, 이 부품들을 중앙거점
으로 옮기면 지역물류센터들이 그 공간에 수요가 높은 고순환 부품들로 채울 수 있어 고객 요구에 보
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시장경쟁이 극심한 오늘날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도 원가절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데, 원가절감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물류비용 절감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벨기에
로 수출을 원하는 기업이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벨기에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물류산업 동
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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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에서 열리는 물류전시회 참여를 통해 현지 동향과 최신정보들을 입수한 후 진출 전략을 수립하
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5년 9월 22~24일 3일간 안트워프 엑스포에
서 물류운송 전시회(Transport & Logistics)가 개최돼, 관련 업계 종사자 총 10,500명이 한데 모여 서
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전시회는 2017년 10월 17~19일에 다시 개최될 예정인데,
이 같은 전시회 참여로 현지 기업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양질의 물류서비스를 확보해 놓
는 것이 보다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안트워프

물류운송

전시회

사이트:

http://www.easyfairs.com/nl/transport-logistics-

2017/transport-logistics-2017/
4) 의료바이오(제약)
산업 개요
의료·바이오 산업(제약산업)은 민간 R&D 투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벨기에의 대표적 전략 산업이
자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이다. 2015년 기준, 동 분야 내 총 3만 4,69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GSK Vaccine, Pfizer, Janssen Pharmaceutica 등 다국적 제약기업의 R&D 센터를 비롯해 300여 개의
기업들이 활동 중에 있다.
산업 동향
벨기에 제약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
다. 2015년 기준 전년대비 21.7% 증가한 총 113억 유로 규모의 의약품을 생산했다. 최근에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바이오 의약품 생산규모 역시 2014년 6.3%에서 2015년 7.8% 증가했다
(2017년 5월 30일 확인 기준 가장 최근 수치임).
뿐만 아니라 벨기에는 의약품 수출에 있어 유럽국 중 1위로, 벨기에 총 수출의 11.4%를 차지한다. 전
체 수출의 71.8%가 역내로 수출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413억 유로의 수출을 기록했다(전년대
비 +3.7%).
이 외에도, 벨기에는 의약품 수출뿐 아니라 신약 개발과 임상실험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개발되는 신약 중 5%가 벨기에산이며, 인구당 임상실험 수의 경우 세계1위
이다. 일반적으로 연구실에서 개발된 신약이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임상실험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
문에, 신약 개발이 활발한 벨기에 내 임상실험 시스템도 연쇄적으로 발달하게 됐다. Janssen
Pharmaceutica (Johnson & Johnson), UCB와 같은 벨기에 제약기업이 자생적으로 발전시킨 임상실험
전문성이 해외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를 이끌었고, 이에 따라 Pfizer, GSK, Novartis, Merck, Genzym과
같은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벨기에에서 신약 임상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 밖에도 벨기에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역시 벨기에가 제약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단계 임상실험의 경우 관련 당국에 서류를 제출하면 통상적으로 2주 안에 실험 허가여부가 결정
되는데, 이는 여느 유럽 국가에 비하면 매우 짧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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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상위 30개 제약기업 중 29개사가 우리나라의 경상도 크기의 벨기에에 R&D 센터나 지사 등을
설립하자, 자연스럽게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임상실험의 전문성이나 규모가 더욱 발전하게 된 것이
다. 이러한 클러스터는 벨기에의 북부 지역인 플란더스 지역 겐트, 루뱅 등에 대학교, 연구소, 병원, 기
업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집중 분포돼 있다.
산업 전망
전 세계에서 개발되는 신약의 5%가 벨기에 제품이며, 인구당 임상실험 수가 세계 1위일 정도로 벨기
에 제약산업은 글로벌 제약산업을 이끌어온 숨은 강자이다. 벨기에 정부 역시 동 산업을 벨기에 경제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보고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R&D 연구인력에 대한 원천징수세 80% 면제,
특허세 최대 80% 면제, 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금(premium) 제공 등 다양한 세금감면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기업과 연구기관의 R&D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 지
원으로 2015년 해당 산업 R&D 투자 규모는 총 26억 유로를 기록하는 등 전년대비 5.5% 성장을 기
록했다. 경기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이 산업의 특성상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다.
진출 전략
세계적으로 의약산업의 메카로 꼽히는 스위스나 독일의 경우는 제약 기업의 밀집 규모가 당연히 더 크
다. 그러나 벨기에, 특히 플란더스 지역은 실험실이나 사무실 운영비용이나 임상실험 비용이 경쟁국가
들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며, 특히 중소 제약기업에는 더욱 매력적이다. 최
근에는 비용이 저렴한 동유럽 국가들도 제약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랜 전통을 바탕으
로 한 전문성과 노하우는 여전히 벨기에가 앞선다.
유럽 제약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관련 기업들에게 벨기에는 유럽 중앙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임
상실험과 신약 개발의 전문성 및 다양한 R&D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럽시장 진출의 좋은 관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출 전에는 관련 전시회 참가를 통해 인지도를 확보하고 의료바이
오 산업에 관련된 시장동향을 확보하는 것 역시 효과적인 진출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벨
기에에서 열리는 박람회는 없으나 인근 국가인 독일에서 Bio-Europe이라는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박람회 정보는 아래와 같다.
박람회명

Bio-Europe

특이사항

유럽 최대의 바이오 관련 전시회로 전 세계 63개국 내 1982개 기업,
약 3700명의 산업관계자가 참가(2016년 기준)

개최주기

매년(2017년 11월 6~8일)

개최장소

유럽 내(2017년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

홈페이지

http://www.bio-eur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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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개요
벨기에는 EU 회원국으로서 단독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EU 집행위가 EU 28개 회원
국으로부터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지역무역협정 협상권을 위임받은 후, 제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내용은 EU 28개국 모두에 적용된다.
나. EU의 FTA 정책
개관
EU는 전통적으로 FTA 협상에서 ‘지역 대 지역’ 협상을 선호해왔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개별 국과의 양
자간 협정보다는 지역통합체와의 협정 체결에 중점을 두어왔다. 또한 상호주의에 의거한 FTA 보다는
일방적인 호혜적 특혜협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EU의 FTA 정책 방향이 크게 변경돼 ‘지역 대 지역 협정’ 이외에도 개별국
과의 FTA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FTA 체결 동기도 정치적 동기와 함께 상업적 동기도 고려하
기 시작했다. 이는 이전까지 EU가 인근 국가의 정치, 경제적 안정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EU의 안보
를 모색하는 ‘정치적, 외교적 동기’에 의거해 인근국가와의 FTA를 추진해왔다면, 1999년부터는 이와 함
께 신흥 성장시장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의미의 FTA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U FTA 정책의 주요 특징
EU는 안보, 외교, 미국 견제 등의 동기들이 복합돼 다양한 형태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협상형태도
FTA, 경제협력협정, 안정화 협정, 무역개발협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다. NAFTA(북미자유무
역협정)를 자국 FTA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과 달리 단일적인 모델은 없고,FTA마다 내용도 매우 다
양하다. 다만, WTO(세계무역기구)로부터 지역무역협정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능한 한 FTA에서 양측 상
품 무역의 90% 이상의 관세 철폐를 선호하고 있다.
2010년 이후 EU에서 보여주는 FTA 특징으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협정을 맺는 것인데, 특히 개도국
을 비롯해 선진국과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전에는 보다 포괄적인
FTA 형태로 추진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FTA 대상국 확대를 위해 상대국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FTA
를 추진하는 추세이다.
한-EU FTA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5월 서울에서 개시된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총 8차례 협상을 거
쳐 2010년 10월 6일, 브뤼셀 EU 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공식 서명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Herman
Van Rompuy 전 EU 정상회담 상임의장, Jose Manuel Barroso 전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Karel De Gucht 전 통상담당 집행위원 간에 정식 서명됐다. EU와 한국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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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역협정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협상이 개시돼 2009년 7월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고, 2009년
10월 15일에 가서명됐다.
한-EU FTA는 2007년 EU가 광범위한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 등 최대 교역 자유화를 목표로 공표한
유럽 신통상정책(Global Europe) 출범 이후 최초로 체결된 양자교역협약으로, 가장 야심찬 무역협정이
자 아시아 국가와의 첫 번째 FTA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당시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
이었던 Karel De Gucht는 한-EU FTA를 통해 양측 간 교역 증진, 유럽의 고용 및 경제 성장 촉진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성격이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만 4년 5개월 동안 잠정적용 상태이던 한-EU FTA는 2015년 12월 13일부로
전면 발효됐다. 이번 양측 간의 전면 발효에 따라 이전 잠정적용 기간 동안 효력이 제외돼 왔던 문화협
력 의정서 및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 역시 발효됐다. 문화협력의정서에는 예술가와 문화전문가, 실
연자 간 협력과 시청각공동제작협정 관련 협력, 방송 공연예술 출판 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 등의 내용
을, 지재권 형사집행 조항은 상표권이나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시 형
사처벌 절차 및 처벌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체 발효로 향후 양국 문화 협력의 기회가 확산되
고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EU FTA 발효된 지 6년차인 현재, 한-EU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이 수출을 크게 상회
하고 있는 등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한-EU FTA 발효 전, EU는 한국의 2대 수출국이었으나 현재는
중국과 미국에 이은 3위 수출국으로 하락했다. 반면, 한국의 대EU 수입의 경우 발효 전 4위에서 2위
로 두 단계 상승했다. 또한, 2007년 당시 한국은 EU에 194억 1,0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였었으나,
2015년에는 91억 4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이 한국수출이 부진한 이유로는 EU측 수입 수요가 크게 하락한 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그리스를 시작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연쇄적으로 국가부도 위기를 맞이하면서 전반적
으로 소비가 위축됐을 뿐 아니라, 여기에 국제유가 하락과 유로화 평가절하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2017년 4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 관계자는 ‘향후 우리의 대EU 무역수지 적자 폭은 더 늘
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정부차원의 FTA 개정협상 요구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향후 우리 정
부가 어떻게 EU와 협상을 이끌어낼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 EU FTA의 최근 동향
2017년 6월 기준으로, EU 집행위가 FTA 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 중인 국가는 다음과 같다.
미국
미국과 EU의 FTA(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는 2011년 11월 미-EU 정
상회담 이후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 물밑협상을 통해 2013년 2월 공동성명을 통해 FTA 추
진을 공식화했다. 양측 협상 개시 이후, 현재까지 15차 협상이 진행됐으며 마지막 협상은 2016년 10
월 3~7일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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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CEPR)에 의하면,
미국과의 FTA가 완전히 발효될 경우 EU는 매년 1,190억 유로 상당의 경제적 이득 창출과 가구당
545유로의 가처분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EU와 미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GDP의 절반
가량인 47%이며, 양측 교역량은 전 세계 1/3을 차지하고 있어 양측 간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 최대의
무역시장이 완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양측의 협상 방향은 크게 3개의 큰 틀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시장접근성 강화(Market Access), ② 규
제정합성 향상(Regulation), ③ 무역제도 개선(Trade-related Rules)이다. 시장접근성 강화(Market
Access)는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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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건, 안전, 환경, 금융, 정보보안 등 주요 분야의 규제에 대해 양측의 상호 정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무역제도 개선(Trade-related Rules)은 교역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에너지·원자재 접근성, 일할 수 있는 권리 및 환경과 같은 이슈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밖에도 양측 협상에 투자가-국가분쟁해
결 제도인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ISDS는 외국에 투자
한 기업이 해당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는 제도이다. 미국측에서는 ISDS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조항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다국적
기업으로 특혜를 줄 것을 우려하는 EU 내 반대(독일 등)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2016년
11월 8일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미-EU TTIP 협상 재개 여부가 현재 불투명
한 상태에 놓여있어 향후 양측 협상이 다시 재개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EU는 트럼프 신정부와의 통상마찰에서 오는 손해를 메꾸기 위해 역외국과의 FTA 체결을 가속화
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월 23일 미국의 TPP 공식탈퇴 이후 EU는 현재 TPP 가입국들과의 양자
FTA 협상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일본, 멕시코, 메르코수르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
황이다.
* EU에서 협상 추진 중인 TPP 가입국가(8개국):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말
레이시아, 캐나다(싱가포르, 베트남, 캐나다 3개국과는 발효 추진 중)
일본
2013년 3월 25일 EU-일본 간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본격 합의한 이후 2013년 4월 1차 협상을 마
쳤으며, 마지막 협상은 2017년 4월 3~5일로 현재까지 총 18차례 협상이 진행됐다. 2017년 3월 21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일본 정상회의에서 양측 대표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발표했다. EU-일본 FTA 협상은 당초 2016년 타결이 목표였으나 농산물, 공공조달 등의 일부
분야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EU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 철폐,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주요 수출품목
의 관세인하, 지리적 표시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일본은 관세철폐와 규제이슈에 중점을 두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30% 그리고 전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하는EU와 일본
간의 FTA가 성사되는 경우, 양 지역 간 교역 증대와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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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5년 12월 2일, EU와 베트남 간의 FTA가 정식 체결됐다(타결일: 2015년 8월 4일). 동 FTA는
2012년 10월 공식 협상 개시 이후 약 2년 반 만에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이번 협상에 따라 베트남은
향후 0년에 걸쳐 99% 이상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며, EU는 7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2014년 기준으로 양측 교역규모는 283억 유로에 달하는데, EU는 베트남의 2번째 교역대상국(1위: 중
국)이며 베트남은 EU의 18번째 교역대상국(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서는 4번째)이다.
EU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에 따르면, 현재 EU의 수출 관
련 일자리의 수가 3,100만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베트남과의 FTA로 9,000만 명에 이르는 거대 시장
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크게 고무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 FTA 발효시기는 2017년 중
비준을 거친 후 2018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2013년 5월, EU 집행위가 회원국에 중국과의 투자보호협정(Agreement on investment protection)의
협상 개시 승인을 요청한 이후, 2014년 1월 21일 베이징에서 투자협정을 위한 1차 협상이 개최됐다.
투자보호협정은 EU 차원에서 투자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협정 체결 추진 사례로, 현재 중국과 개별
회원국 간 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ies-BITs)만 체결돼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2015년 6월 제 17차 중국-EU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 중에 양측 투자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투자협정을 촉구한 바 있다.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최근 중국 기
업들은 기술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유럽 내 많은 인수 기회를 찾고 있는데, 투자협정을 통
해 EU 내 인수 및 직접투자 기회들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양국 간의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에 비해 투자규모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EU는 중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개별EU 회
원국과 중국 사이에 체결한 기존 양자협정을 단일 협정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양측의 직전 협상은2016
년 12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인도
인도는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있는 거대한 시장으로, EU에서는 놓칠 수 없는 큰 파트너이다. 2007년
6월에 협상이 개시돼 2012년 6월까지 양측 간 11차 고위 협상이 있어왔다.
EU와 인도 간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이슈는 상품시장 접근, 서비스 분야 및 정부조달 분야에서 균형적
관계 구축이다. 2012년 6월 26일 EU-인도 간 장관급 협상에서 양측 협상에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 그
리고 2013년 4월 15일 장관급 회의 및 5월 15~16일에 걸친 주요 협상가 회의 등 수차례의 협상회의
를 통해 쟁점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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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09년 4월에 협상이 개시돼, 같은 해 6월 상호 경제/무역 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내역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9년 10월부터 협상이 계속됐으며, 4년 만인 지
난 2013년 10월 18일 EU-캐나다 FTA가 타결됐다. 2012년 양자간 무역 거래량은 617억 유로에 달했
으며, FTA 발효 이후 257억 유로가 추가적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2014년 9월 26일 오타
와에서 열린 EU-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상호 경제/무역 협정(CETA)의 협상이 완료됐으며(타결일은
2014년 8월 20일), 2016년 10월 30일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의 동의를 끝으로 양측 정식서명이 이루
어졌다. EU 집행위는 CETA 협정 잠정 발효시점을 2017년 중으로 전망하고 있다.
멕시코
EU는 미주 지역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 FTA를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에 미국 다음으로 가
장 큰 교역 파트너이며, 멕시코는 EU에게 있어 미국, 중국에 이은 3대 수출국으로 2015년 기준 140
억 유로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 5월 11일 EU 집행위는 EU-멕시코 간 포괄적 협력협정을 업그레이드한 본격 FTA 체결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와 멕시코는 1997년 무역자유화를 포함하는 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EU-멕시코 협상은 2016년 6월 13일 처음 개최된 후 현재까지 총 2차례 협상이 진행됐다. 2017
년 2월 1일, 양측대표는 올해 무역협상을 두 차례(2017년 3월 4~7일 및 2017년 6월 26~29일) 개
최하는 데에 합의하는 등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행보에 맞서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현재 EU에서 멕시코 내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분위기라 양측 정부의 목표대로
연내 타결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메르코수르
EU-메르코수르 협상은 1999년부터 시작됐으나, 그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가 2016년 5월 11
일, 시장접근 분야에 대해 양측합의가 진전되면서 협상에 가속도가 붙었다. 또한 2017년 3월 24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양측 FTA 협상에서 협정문 작성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현재 농산물 비중이 큰 프랑스에서 메르코수르산 육류수입을 크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2017
년 3월 발생한 브라질 부패고기 유통 스캔들*로 연내 타결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부패고기 유통스캔들: 2017년 3월 20일, 브라질 최대 육류업체 JBS, BRF사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
난 부패고기의 상당량이 역외로 유통된 사실이 적발돼 중국, 칠레, 이집트, EU 등에서 일시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함. 현재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로 메르코수르와의 협상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
라. 통상정책 방향
2015년 10월 14일, EU 집행위는 새로운 경제적 현실에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신 통상투자
전략(New Trade and Investment Strategy)’을 발표했는데 동 전략은 효율성, 투명성, 가치라는 3개 핵
심원칙*에 기초해 통상정책이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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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통상투자 전략 3대 핵심원칙
- 중소기업, 소비자, 근로자가 더 개방된 시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효율성)
- TTIP 협상사례와 같이 EU에서 협상 중인 문서의 대중 공개(투명성)
- 무역협정에 반부패원칙 등을 포함시켜, 교역 파트너들이 아동 노동 철폐 등 핵심 근로기준 이행 촉
진(가치)
EU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 Cecilia Malmström에 따르면, EU는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수출지역권
으로 EU 내 3,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향후 글
로벌 성장의 90%가 EU 역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통상협정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EU의 통상정책은 기존 협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가들과의
통상협상을 지속적으로 시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미국 FTA(TTIP), EU-일본
FTA 등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협상들을 마무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필리
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FTA 협상 추진 및 아프리카 지역과의 관계 심화 계획 역시 포함
돼 있다.
이번 신 통상투자전략을 통해 EU가 무역(Trade)을 정부 예산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북
돋울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정책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 다양한 통상협상을 통해 유럽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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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U 의 통상 협상 프로세스

자료원: EU 집행위
마. 최신 동향
미국과 EU, 통상정책 마찰 심화
현재 트럼프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따라 미국과 EU의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추진 중인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 BOT)*가 도입되는 경우, EU는 이에 대해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국경조정세(BOT): 미국 기업이 수입부품을 사용할 때 비용 인정을 안 해주고 수출할 경우 수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세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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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부위원장 카타이넨(Jyrki Katainen)은 2017년 2월 14일, 국경조정세 시행 등 미국이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EU는 EU 차원의 법적조치뿐 아니라 WTO 제소를 통해서도 강경하
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유럽 현지 언론들은 미국 국경조정세에 대한 EU 대응방안으로 WTO 제소 이외에도 ① 대미국
수출기업에 보조금 지원, ②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부과관세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관련 절차들이
다소 복잡해 시행되기까지에는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미국의 국
경조정세 도입 법안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민주당 및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라 도입 가
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해 국경조정세가 실질적으로 도입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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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벨기에 무역수지
1) 수출
2015년 한 해 벨기에는 총 3,969억 달러를 수출했으며, 2016년에는 전년동기대비 +0.26% 증가한
3,980억 달러를 수출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53억 달러로 전통적인 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은 유
지하고 있으나 최근 그 폭이 줄어들고 있어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경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2) 수입
벨기에 수입의 경우, 경제위기가 발발했던 2009년 당시 -20%의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이후 점진적
으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총 3,752억 달러를 수입했으며, 2016년에는 전년대비 0.68% 감소한 6억 달러를 수입했다.
벨기에 연도별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수출

468,753

472,554

396,968

398,012

0.26

수입

451,699

454,784

375,186

372,635

-0.68

수지

17,054

17,770

21,782

25,377

-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자료원: WTA
작성기준일: 2017.6.8 기준
나. 국가별 수출입
1) 수출
벨기에가 EU 회원국인 만큼, 교역의 76% 가량이 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륙별로 살펴봤을 때유
럽(76.4%), 아시아(10.3%), 미주(8.3%), 아프리카(3.5%), 오세아니아(0.6%) 순으로 역내 수출비중
이 절대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EU 역내국가 중에서도 이웃국가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의
교역량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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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상위 10대 국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5년

2016년

증감률
(전년대비)

점유율

1

독일

64,219

64,076

-0.22

16.10

2

프랑스

60,760

60,558

-0.33

15.22

3

네덜란드

44,473

43,815

-1.48

11.01

4

영국

34,330

34,909

1.69

8.77

5

미국

23,515

22,658

-3.64

5.69

6

이탈리아

19,339

20,293

4.93

5.10

7

스페인

10,086

10,392

3.03

2.61

8

인도

8,529

8,855

3.83

2.23

9

폴란드

7,333

7,846

6.99

1.97

10

중국

6,963

7,064

1.45

1.78

자료원: WTA
작성기준일: 2017.6.9 기준
품목별 수출
벨기에의 수출 효자 품목은 자동차 제품으로, 2016년 한 해 총 451억 달러를 수출하며 전체 수출의
11.35%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제품 다음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의약품으로, 총
419억 달러를 수출하며 전체 수출의 10.54%를 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기화합물이 벨기에 수출 3위 품목으로 전체 수출의 7.42%를 차지하고 있으며(전년대비 3.83%), 그 뒤를 이어 기계품목 7.29%(전년대비 -0.03%), 광물성연료 6.93%(전년대비 -16.95%)
등으로, 이들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벨기에 수출의 43.53%를 차지하고 있다.
벨기에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

2015년

2016년

증감률

점유율

1

87

자동차

41,263

45,159

9.44

11.35

2

30

의약품

42,649

41,953

-1.63

10.54

3

29

유기화합물

30,707

29,532

-3.83

7.42

4

84

기계

29,026

29,018

-0.03

7.29

5

27

광물성연료

33,199

27,570

-16.95

6.93

6

39

플라스틱

27,424

27,240

-0.67

6.84

7

71

귀금속

17,899

18,761

4.82

4.71

8

90

광학

13,725

13,882

1.15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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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5

전기기기

13,756

13,842

0.63

3.48

10

72

철강

13,804

13,438

-2.65

3.38

자료원: WTA
작성기준일: 2017.6.9 기준
2) 수입
벨기에 수입을 살펴보면, 수출과 마찬가지로 역내로부터의 수입이 70% 가량을 차지하는 등 전체 수입
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 한 해 벨기에가 가장 많이 제품을 수입한 국가는 네덜란드로 총 598억 9천만 달러를 수입하
며 전체 수입의 16.07%를 차지했다. 그 뒤로 독일(501.2억 달러), 프랑스(350.8억 달러), 미국
(296.7억 달러), 영국(175.7억 달러) 순으로 수입했다.
2016년 벨기에 상위 10개국별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5년

2016년

증감률

점유율

1

네덜란드

62,664

59,890

-4.43

16.07

2

독일

47,245

50,127

6.10

13.45

3

프랑스

35,435

35,089

-0.98

9.42

4

미국

32,154

29,672

-7.72

7.96

5

영국

18,852

17,579

-6.75

4.72

6

아일랜드

17,488

16,590

-5.13

4.45

7

중국

16,228

16,015

-1.31

4.30

8

이탈리아

14,354

14,533

1.25

3.90

9

일본

8,523

9,212

8.08

2.47

10

스페인

6,622

8,716

31.63

2.34

자료원: WTA
작성기준일: 2017.6.9 기준
품목별 수입
수출품목과 마찬가지로 벨기에에 가장 많이 수입되는 품목 역시 자동차 품목인데, 2016년 한해 총
470억 달러를 수입하며 전체 수입의 12.6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광물성 연료(378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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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의약품(349억 달러), 기계(310억 달러), 유기화합물(305억 달러) 등의 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
다.
벨기에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

2015년

2016년

증감률

점유율

1

87

자동차

42,227

47,012

11.33

12.62

2

27

광물성 연료

45,638

37,825

-17.12

10.15

3

30

의약품

36,225

34,906

-3.64

9.37

4

84

기계

29,914

31,049

3.79

8.33

5

29

유기화합물

32,185

30,531

-5.14

8.19

6

71

귀금속

17,255

17,663

2.36

4.74

7

39

플라스틱

16,119

16,902

4.85

4.54

8

85

전기기기

16,403

16,738

2.04

4.49

9

90

광학

12,396

12,249

-1.19

3.29

10

72

철강

9,820

9,591

-2.33

2.57

자료원: WTA
작성기준일: 2017.6.9 기준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국-벨기에 교역 현황
한국과 벨기에 교역은 전통적으로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한국과 벨기에의 교역현황을 살펴보
면 수출 20억 2,300만 달러, 수입 14억 3,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5억 9,200만 달러 규모의 흑자를
나타냈으나,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2014년 흑자규모 6억 2,400만 달러).
2016년에는 총 24억 2,600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총 10억 7,300만 달러를 수입해 13억 5,300만
달러라는 큰 폭의 흑자규모를 보였다(전년대비 +128.5%).
2017년 1~4월까지의 양국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전년대비 7.6% 증가한 9억 8,900만 달
러를, 수입은 31.4% 증가한 4억 4,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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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과의 무역통계 총괄표
한국과의 무역통계 총괄표
(단위: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감률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1~4월)

한-벨 수출

2,241(-0.7)

2,455(+9.5)

2,023(-17.6)

2,426(+19.9)

989(+7.6)

한-벨 수입

1,586(+14.4)

1,831(+15.4)

1,431(-21.8)

1,073(-25.0)

447(+31.4)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작성기준일: 2017.6.9 기준
다. 한국과의 무역통계 특징
최근 10년간 한-벨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4월)

수출

2,582 3,234 2,189 2,028 2,255 2,257 2,241 2,455 2,023 2,426

989

수입

1,180 1,314

447

893

1,155 1,450 1,386 1,586 1,831 1,431 1,073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작성기준일: 2017.6.9 기준

품목별 수출 및 수입/품목별 상위 10개 품목
2017년 1~4월 한국에서 벨기에로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으로는 건설중장비, 선박, 승용차, 합성수지,
아연도강판, 냉연강판 등의 제품들을 들 수 있다.
벨기에 석유화학분야는 경제침체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없이 플러스 성장을 보이는 산업으로, 동 분야
관련 품목들은 우리의 수출 효자 품목들이다. 선박품목의 경우 2016년에는 전년대비 477.9% 증가한
2억 7,200만 달러를 기록했다가, 2017년 1~4월 1억 4,600만 달러를 수출했다(전년동기대비 16.6%). 선박의 경우 품목별 오더규모가 여타 품목 대비 매우 큰 관계로 선박 수주 여부가 해당 연도
수출 증감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밖에도 건설중장비의 경우, 2017년 1~4월 총 1억 8,500만 달러를 수출하며 전년대비 9.5% 감소
했는데 현지 설비투자 수요 증가로 하반기에는 전년도 수출규모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동
차 관련 품목의 경우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3위(승용차) 및 9위(자동차부품)를 차지할 정도로 벨기에
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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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 벨기에 수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16년

2017년(1~4월)

증감률(전년동기대비)

1

건설중장비

557

185

-9.5

2

선박

272

146

-16.6

3

승용차

232

99

17.9

4

합성수지

228

92

3.0

5

아연도강판

107

58

69.1

6

냉연강판

98

39

34.0

7

기타 석유화학제품

56

38

55.2

8

윤활유

95

31

0.1

9

자동차부품

62

24

21.1

10

기타 정밀화학원료

60

24

25.0

자료원: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작성기준일: 2017.6.9 기준
한국의 대벨기에 수입의 경우, 벨기에가 중간재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화학,
플라스틱 등 벨기에 주력산업 분야에서의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2017년 1~4월 대벨기에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화학제품, 의약품, 승용차, 합성수지, 가축육류 제품 등이며, 이 중 화학분야에 관련 품
목들이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의약품이 많이 수입됐는데 의약품의 경우, 완제 의약
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대벨기에 수입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16년

2017년(1~4월)

증감률(전년대비)

1

기타 정밀화학제품

37

74

488.7

2

기타 정밀화학원료

113

49

28.0

3

의약품

119

33

-12.2

4

승용차

64

32

67.7

5

합성수지

71

27

-12.0

6

기타 석유화학제품

31

17

70.0

7

가축육류

39

13

5.3

8

중후판

28

10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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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펌프

41

10

20.8

10

기초유분

20

10

80.2

자료원: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작성기준일: 2017.6.9 기준
라. 한국의 주요 수출입 특징
벨기에는 기초 원료나 중간재를 수입해 다단계 공정을 거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가공형 산업구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외의존도가 높고 EU 역내무역이 75% 이상을 차지하
고있어, 이들 국가들 중 특히 인근 국가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의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되고
있다.
2009년 이후 지속되어왔던 유로존의 경기 침체로 인해 벨기에 교역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왔으
나2013년 하반기 이후 보여지고 있는 유로존의 플러스 성장으로 향후 벨기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상승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3개국 역시 2017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역내
경기도호전을 보이고 있어 벨기에 수입수요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한국
-벨기에의 교역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의 대벨기에 상위 수출품목인 건설장비, 자동차부품 및 철강제품들의 경우, 순수하게 벨기에
시장만을 위한 수출이라기 보다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다른 EU 국가 시장 공급을 주 목적으로수
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최근 벨기에 내 한국산 가전제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위의 품목들은 대부분이 네덜란드를 거쳐 현지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통계상으로는네
덜란드로부터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인 증가율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3. 수입규제제도
가. 개요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
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 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 국별로 일부 관련
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
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다 광범위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벨기에는 EU 회원국으로 EU의 수입규제를 따르고 있는데,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단
독으로 역외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즉,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의 결
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집행위의 조사 결과 그 타당성이 인
정돼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되게 된다. 따라서 역외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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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고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전체 유럽연합 28개 회원
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수입금지 및 규제 품목
EU 내 수입금지 및 규제 품목들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 되고 있으며, 2013년 3월부터 추가된 EU 수
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실험 화장품, 불법 벌채된 목제품 등이 있다. 한편, EU는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을
할 수 있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2015년 9월, 유럽의회는 물개제품에 대한 교역 금지를 강화한다는 집행위 제안을 압도적
표결(찬성 631표, 반대 31표, 기권 33표)로 채택했다. 이전까지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물개잡이를 금지
하고 물개고기에 관련된 제품 수입을 금지했었으나,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물개잡이와 원주민들의 전통
적인 생활방식 유지를 위한 물개잡이만 허용해왔었다. 2014년 6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라는 WTO의 요청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5년 2월 물개 관련 제품의 수입∙교역 금지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물개잡이 역시 금지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다만, 원주민의 전통생활 방식에
따른 비상업적 목적의 물개잡이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 기타 수입제한 법규
반덤핑 관세
수출국의 기업이 정상가격(자국시장 판매가격 또는 생산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함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 위에 덤핑마진만큼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조치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이다. 즉, 내수가격 = 120 > 수출
가격=100일 때 덤핑마진은 20이다.
EU 집행위는 EU 기업(또는 관련 산업협회)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해 관련 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해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 후 덤핑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
과 같다.
ㅇ 덤핑 사실의 존재 : EU 역외국 수출업체가 EU에 내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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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랑화돼 있지 않아, 자의적 운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법정 판정기한을 초과해 부당하게 연장조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우회덤핑 방지에 관한 개별적인 덤핑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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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피해판정도 생략하고 있어, EU와 교역 중인 국가들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상계관세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해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
하는 제품에 대해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 즉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상계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ㅇ EU 산업 내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 수출 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
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
로 인해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진위를 조사한다. EU 산업의 손해가 커서 조사 완료
기간을 기다리기가 어렵다고 평가할 때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제소 및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세이프가드 조치
세이프가드는 EU 내 수입된 품목들 중, 특정 상품의 수입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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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에 적절한 조정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특정 산업과 관련 노동자들을 심각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무역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을 부여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할 수는 없고,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
터 요청이 들어오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실시한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일정 상품에
대해 어느 일정 역외 수출국이나 그 국가의 일정 업체 상품에 한하지 않고, 모든 역외 수출국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와 다른 점이다.
세이프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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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를 요구한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시되면, 최초 2년 시행 후 2년 연장이 가능한데 관세율 인하 정지 혹은 발효 중
인 품목 관련 최혜국 실행관세율,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관세율 수준까지 관세 인상이 가능해진다. 또한
소형 자동차 등 몇몇 민감한 품목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특정 1개 EU 국가 산업에
대한 피해에도 원칙적으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EU 수입규제 동향
2017년 1월 EU 집행위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EU는 잠정 및 최종 판정을 포함해 총 95건의 반
덤핑 규제와 12건의 상계관세 조치가 시행 중이며, 조사 중인 건수는 총 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총 65개 품목이 규제 중이며, 국별로 살펴보면 중국(반덤핑 60건, 상계관세 5건), 인도(반덤핑 6건,
상계관세 5건), 말레이시아(반덤핑 7건, 상계관세 1건), 인도네시아(반덤핑 7건), 러시아(반덤핑 7건),
49 / 305

벨기에 국가정보
대만(반덤핑 6건, 상계관세 1건) 등의 국가들이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EU의 역외수입
규제 대상국 1위이다.
2012~2016년 EU에서 시행한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총 77건으로, 이 중 중국산 품목에 대
한 조사 건수가 32건으로 전체의 41.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시행된 EU의 수입규제는 잠
정 반덤핑 8건, 최종 반덤핑 7건, 상계관세 1건이 해당되며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2016년 시행된 EU의 역외 수입규제 현황
규제명

품목명

국명

관련 규정

반덤핑(잠정)

중강판
(Heavy plate of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중국

2016/1777

반덤핑(잠정)

열연강판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중국

2016/1778

반덤핑(잠정)

무계목 강관
(Seamless pipes and tubes of iron or steel)

중국

2016/1977

반덤핑(최종)

덕타일주철관
(Tubes and pipes of ductile cast iron)

인도

2016/388

반덤핑(최종)

사이클라민산나트륨
(Sodium cyclamate)

중국

2016/1159

반덤핑(잠정 및 최종판
정)

고성능 철근콘크리트용 철근
(High fatigue performance steel
concrete reinforcement bars)

중국

2016/1246

반덤핑(잠정 및 최종판
정)

냉연강판(Cold-rolled flat steel products)

중국

2016/1328

반덤핑(잠정 및 최종판
정)

냉연강판(Cold-rolled flat steel products)

러시아

2016/1328

반덤핑(잠정 및 최종판
정)

아스파탐(Aspartame)

중국

2016/1247

반덤핑(잠정 및 최종판
정)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한국

2016/2005

상계관세

덕타일주철관(Tubes and pipes of ductile
cast iron)

인도

2016/388

주: 한국산 경량감열지 품목의 경우, 반덤핑에 대한 최종판정이 2017년 5월 4일에 발표됨.
동 품목에 대한 세부내용은 ‘대한수입 규제 동향’ 항목을 참고바람.
자료원: EU 집행위
한편, 2016년 EU의 조사가 개시된 건수는 총 33건으로 반덤핑 신규조사(New investigation) 18건, 상
계관세(Anti-subsidy investigations) 1건, 종료재심(Expiry review) 10건, 중간재심조사(Interim review)
2건, 기타 조사(Other review) 1건, 반우회덤핑(anti-circumvention) 1건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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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조사 개시된 EU 수입규제 현황
규제 유형

품목명

국명(관보)

반덤핑(신규)

무계목 강관
(Seamless pipes and tubes of iron or steel)

중국(C 58)

반덤핑(신규)

열연강판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중국(C 58)

반덤핑(신규)

중강판
(Heavy plate of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중국(C 58)

반덤핑(신규)

경량감열지
(Lightweight thermal paper)

한국(C 62)

반덤핑(신규)

프탈레이트(Purified terephthalic acid; PTA)

한국(C 281)

반덤핑(신규)

콘크리트 강화봉
(Concrete reinforcement bars and rods)

벨라루스(C 114)

반덤핑(신규)

옥살산(Oxalic acid)

인도(C 148)

반덤핑(신규)

옥살산(Oxalic acid)

중국(C 148)

반덤핑(신규)

열연강판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브라질(C 246)

반덤핑(신규)

열연강판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이란(C 246)

반덤핑(신규)

열연강판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러시아(C 246)

반덤핑(신규)

열연강판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세르비아(C 246)

반덤핑(신규)

열연강판
우크라이나(C 246)
(Hot-rolled flat products of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반덤핑(신규)

스테인리스 냉연강
(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대만(C 291)

반덤핑(신규)

무계목 강관(Seamless pipes and tubes of iron or steel)

중국(C 331)

반덤핑(신규)

나사산 튜브, 파이프
(Threaded tube or pipe cast fittings, of malleable cast iron)

중국(C 398)

반덤핑(신규)

나사산 튜브, 파이프
(Threaded tube or pipe cast fittings, of malleable cast iron)

태국(C 398)

반덤핑(신규)

나사산 튜브, 파이프
(Threaded tube or pipe cast fittings, of malleable cast iron)

인도네시아(C 398)

상계관세(신규)

열연강판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중국(C 172)

종료 재심

오쿠메 합판(Okoume plywood)

중국(C 34)

종료 재심

필라멘트 유리섬유(Filament glass fibre products)

중국(C 99)

종료 재심

탄화텅스텐(Tungsten carbide)

중국(C 108)

종료 재심

스테인리스 스틸 바, 막대

인도(C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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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inless steel bars androds)
종료 재심

멜라민(Melamine)

중국(C 167)

종료 재심

코팅종이(Coated fine paper(AD+AS))

중국(C 172)

종료 재심

유리섬유 메시 패브릭
(Open mesh fabrics of glass fibres)

중국(C 288)

종료 재심

탄산바륨(Barium carbonate)

중국(C 298)

종료 재심

세라믹 타일(Ceramic tiles)

중국(C 336)

종료 재심

핸드팔렛 트럭 및 부품
(Hand pallet trucks and their ess. parts)

중국(C 373)

중간 재심

글루콘산나트륨(Sodium Gluconate)

중국(C 64)

중간 재심

강력 폴리에스테르 방적사(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

중국(C 384)

기타 재심

제오라이트A 파우더(Zeolite A powder)

보스니아헤르체고비
나(C 365)

반우회덤핑

알루미늄 호일(Aluminium foil)

중국(L 144)

자료원: EU 집행위
2012~2016년 품목별 조사 현황

자료원: EU 집행위
라. 수입쿼터 제도
현재 EU는 공산품에 대해 수입쿼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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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
려는 정책을 말하는데, 관세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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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하고 있어 국가별 요구사항 수용에 따른 수출
장비의 부품 다양화로 인해 원가가 상승하고, 아울러 각 인증기관에 인증비용도 지불해야 하므로 추가
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벨기에는 아니지만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
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의 경우,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
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이 밖에도, EU 비관세 장벽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친환경적인 규제를 도입해 높은 기술장벽을 형성하
고 있다. 산업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기술장벽이 가장 많으며, 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규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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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기술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EU로 제
품을 수출을 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관련 인증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EU의
환경 관련 규제는 아래와 같다.
규제명

약칭

설명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REACH

EU 역내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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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무 준수

CE 인증

CE

CE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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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 수 있는데, TBT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
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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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벨기에를 비롯한 EU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TBT에 대한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
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8개 위험 화학물질 사용금지 발표
2013년 4월 위험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위험물질 등록승인제도(REACH) 부속서 14의 허가대상
리스트(Authorisation list)에 8개의 물질이 추가됐다. 이 경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자, 수입
자 또는 하위 사용자는 해당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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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사용자에게 승인된 경우
하위 사용자의 용도가 상위공급망 관계자에게 승인된 용도의 허가 조건을 따르는 경우, 하위 사용자는
위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살생물제, 과학적 연구개발 용도 물질, 차
량 연료 및 화장품에 사용되는 물질, 식품 접촉 물질, 식물보호 제품, 67/548/EEC, 1999/45/EC에 명
시된 농도한계 미만의 물질 등은 허가가 면제된다.
사용허가 신청은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출하며, 유럽화학물질청의 위험평가 위원회와 사회경제위
원회는 이를 심사해 EU 집행위에 의견을 제시하고 EU 집행위에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사용금
지 시점(Sunset date)은 품목에 따라 2016년 4월 21일 또는 2017년 9월 21일이며, 그 이후에도 사
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금지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전인 지정된 신청기한(Latest application date)
까지 신청해야 한다.
관련 8개 물질의 신청기한 및 사용금지 시점

물질명(영문)

신청 기한
(Latest application date)

사용금지 시점
(Sunset date)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2014년 10월 21일

2016년 4월 21
일

삼산화크롬(Chromium trioxid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
일

삼산화크롬 및 올리고머로부터 생성된 산
(Acids generated from chromium trioxide and their
oligomers Group containing: Chromicacid,
Dichromic acid, Oligomers of chromic acid and
dichromic acid)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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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크로뮴산나트륨(Sodium dichromat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
일

다이크로뮴산칼륨(Potassium dichromat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
일

이크롬산암모늄(Ammonium dichromat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
일

크로뮴산칼륨(Potassium chromat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
일

크로뮴산나트륨(Sodium chromat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
일

자료원: EU 집행위
벨기에, 2016년 1월부터 나노물질 등록제도 시행
벨기에 정부는 나노물질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정하고(왕령 2014년 5월 27일), 이를 2014년9
월 24일 Moniteur Belge에 공포했는데, 왕령에 따라 연간 100g 이상의 나노물질을 벨기에 시장에 출
시하기 위해서는 당국에 물질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나노물질은 결합되지 않은 상태 또는 혼합물(Agrégat) 또는 덩어리(Agglomérat)로, 입자수 기준으로
크기 분포상 50% 이상이 1~100nm 범위 내 물질을 말한다. 이 물질은 기존 화학물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흡착력, 향균력이 뛰어나 칫솔, 화장지, 페인트, 배터리, 전기제품, 청소용품 등 다양한 소비재에
서 활용되고 있다.
나노물질이 체내에 들어가면 기존 물질들과 다른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벨기
에 정부는 나노물질의 등록 의무화를 통해 자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물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벨기에 정부에 따르면 등록 제도를 통해 향후 벨기에 시장 내 유통되는 나노
물질량의 파악이 가능하며, 나노물질이 함유된 독성물질의 정보 D/B 구축을 통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ㅇ 나노물질 등록
연간 100g 이상의 나노물질을 벨기에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 신고자 정보: 기업명 혹은 이름(개인인 경우), 기업번호, 기업 활동분야, 본사주소, 연락처
- 물질 정보: 물질명, 물질 형태, 물질 크기, CAS 번호, EINECS 혹은 ELINCS(동 번호가 있는 경우)
- 시장에 출시되는 나노물질의 양(kg으로 표시)
- 물질 용도
- 물질 구매자 정보: 출시될 나노물질의 구매자 정보를 아는 경우 구매자 이름, 구매자 기업정보 등
나노물질의 신고 및 등록은 벨기에 보건부 산하 식품안전 및 환경국(SPF SPSCAE; Santé publique,
Sécurité de la Chaîne alimentaire et Environnement)에서 관리한다. 등록은 식품안전 및 환경국 홈페
이지 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등록 완료 시 해당 물질의 고유등록번호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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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 및 환경국 홈페이지: http://www.health.belgium.be/eportal
등록 후 만약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물질이 이동되는 경우, 식품안전 및 환경국으로부터 받은 물질의
고유등록번호, 화학물질명, CAS 번호, INECS와 ELINCS 번호 등의 정보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 한편,
등록된 물질에 대해 업데이트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정보수정을 해야 한다.
ㅇ 등록 유의사항
- 의약품, 동물사료, 색소(Pigments), 식품 및 식품용기, 가공 첨가제, 살충제의 경우 등록 의무 품목
에서 제외됨.
- 등록된 물질에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벨기에 당국은 필요한 서류들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자는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함.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등록이 무효화됨.
- 물질종류, 신고자, 물질의 용도 등 신고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당국에서만 보유하고 외부로는 공개
되지 않음.
- 만약 관련 법령을 어길 시, 최소 8일에서 최대 3년형의 징역 및 최소 160 유로에서 최대 4백만 유
로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ㅇ 등록제도 시행시기
- 나노물질(Substances): 2016년 1월 1일부터
- 혼합물(Mixture): 2017년 1월 1일부터
- 나노물질 포함제품: 관련 제품에 대한 평가 후 추후 공포 예정
나노물질이 가진 잠재적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
한 규제 마련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었다. 그러나, 나노물질이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관련 연구자료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마련하
는 추세이다. EU 집행위에서도 나노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2013년에 마련해서 권고한 바 있다.
이산화티타늄, 산화아연 등의 나노물질은 2016년 1월부터, 페인트 등 혼합물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부터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물질들은 벨기에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바, 벨기에 시장진출을 원하는 관련
우리 기업들은 이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진출 준비를 해야 한다.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2017년 5월 24일, EU 집행위는 ‘장난감 안전지침 2009/48/EC’ 내 비스페놀A(이하 BPA)의 이행기준
치(migration limit)를 기존의 0.1mg/l에서 0.04mg/l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해당 지침 부속
서2의 부록C에 수정 기재되며 2018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U의 이와 같은 장난감 안전
지침 개정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EU는 지난 3월 27일 납(lead) 제한 기준 강화, 5월 4일 페놀
(Phenol) 제한 기준 추가 등 장난감 성분에 대한 규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ㅇ 신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역
- 2012년 3월 22일 Cadmium 허용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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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7월 17일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20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TCEP, TCPP, TDCP 함량 제한
- 2014년 6월 23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BPA 이행 제한
- 2015년 6월 30일 Nickel 허용 품목 조정

ㅇ 신 장난감 안전지침의 2017년 개정 공표 내역
- 2017년 3월 27일 Lead 허용치 조정(EU 이사회, 2017/738)
- 2017년 5월 4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Phenol 제한(EU 이사회, 2017/774)
- 2017년 5월 24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BPA 허용치 조정(EU 집행위,
2017/898)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변경 정리

성분명

납
(Lead)

개정사항
적용시점

2018.10.28.

페놀
(Phenol)

2018.11.4.

비스페놀A
(BPA)

2018.11.26.

구분
소재
종류

내용
건조하고 부서지기
액체 또는 끈끈한
쉬우며, 분상 혹은
장난감 소재
접이식 장난감 소재

스크랩 오프 소재

개정 전

13.5mg/kg

3.4mg/kg

160mg/kg

개정 후

2.0mg/kg

0.5mg/kg

23mg/kg

신규 추가

- 고분자물질 이행기준치(migration limit): 5mg/l
- 방부제 함량기준치(content limit): 10mg/l

개정 전

0.1mg/l(이행기준치)

개정 후

0.04mg/l(이행기준치)
자료원: EU 집행위

사. 최신 정보
EU, 철강제품 규제 심화에 따른 무역장벽 작용 가능성
최근 EU 역내 철강업계의 전반적인 공급과잉으로 역내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EU 철강기업
들은 중국산을 비롯한 아시아산 철강제품의 역내 수입 증가에 강한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에 2016년
4월 29일, EU 집행위는 역외산 철강제품 수입에 대해 감시제도를 시행한다는 집행위 규정 No.
2016/670을 공표했다(관련 EU 관보 L115/41).
이번에 마련된 집행위 규정에 따라, EU 수입업체들은 관련 철강제품 수입 시 수입물량 및 금액을 기재
한 감시서류(surveillance document)를 당국에 제출하게 되며, 집행위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총합해 역내 철강 수입추이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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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적용기간은 2016년 4월 30일~2020년 5월 15일까지이며,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순수입 중량이 2,500kg 미만인 화물은 동 규정으로부터 제외된다.
EU 수입감시가 적용되는 철강제품 HS Code
72071114, 7208, 7209, 7210, 7211, 7212 , 7213 , 7214, 7215,7216 , 7217,7219 ,7220, 7221,
7222, 7223 ,7225*, 7226*, 7227, 7228, 7301, 7302, 7303, 7304, 7305, 7306,
73071910 ,730723, 73079100, 73079311*, 73079319*,
73079980* ,73181290 ,73181491 ,73181499, 73181541, 73181559 , 73181569 ,73181581,
73181589 , 73181590, 73181619, 73181699 , 73181900, 73182100, 73182200
주*: 현재 EU의 대한수입 반덤핑 규제 중인 철강제 관연결구류(730793, 730799)의 일부 제품을 포
함해,
규소방향성 전기강판(722511, 722611) 품목이 이번 수입감시품목에 해당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이번 감시제도에 따른 관련 EU의 움직임을 보다 주시해 대EU 철강제품 수출에 문
제가 없도록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EU, 반덤핑 조사 산정방식 수정
2016년 11월 9일, EU 집행위는 반덤핑 마진 산정방식을 수정하는 제안서(2016/0351)를 채택했다.
집행위는 지속 증가하는 역외국의 덤핑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를 시행해 역내산업
을 보호하고자 했으나, 규제를 통한 역내산업 방어에 한계가 있어 무역구제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 밖에도, EU의 무역구제제도는 1995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현 국제사회 상황을 따라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제안서에서 현재까지는 수출국 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해왔으나 해당
국 정부 개입에 따라 판매가격이 여전히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교란된 시장경제를 지
녔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경우 정상가격 기준을 더 이상 시장가격이 아닌 벤치마크 가격 또는 왜곡되지
않은 생산, 판매가격(costs of production and sale reflecting undistorted prices or benchmarks)을 기
준으로 삼는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상계관세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조사개시 전에는 상계관세 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고 개시
가 이루어진 이후에야만 비로소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상계관세에 관한 직접적인 조사가 아니
더라도 여타 조사과정에서 해당국 관련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집행위는 해당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
내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WTO 비협정국에 대해서는 기존 반덤
핑 산정방식대로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이며, 해당국의 협정국 가입 시 바로 제3국 가격기준이
아닌 여타 협정국과 동일한 일반방식을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정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신규 규정은 발효일을 기점으로 적용되며, 발효일 당시 이미 조사가 개시
된 반덤핑 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이번 마련된 수정안은 시장경
제지위 부여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역외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같은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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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은 2016년 12월 11일 만료된 중국의 WTO 협정 15조 비시장경제지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고
-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 국가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국내 제품 가격을 결정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로 사회주의 국가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MES 미
부여국의 경우 반덤핑 소송 시 제3국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덤핑률이 적용되므로,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가 반덤핑 조치 활용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침.

- WTO 의정서 제15조(Art 15 of the Chinese WTO Accession Protocol):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가입의정서상 15년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협정 내용에 합의함. 우리나라
의 경우, 2005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한 바 있음.
중국의 경우, EU로부터 비시장경제국으로 고려돼 반덤핑 조사 시 시장경제지위를 지닌 제 3국의 가격
빛 비용을 기준으로 조사기 시행돼왔다. 그러나 2016년 12월 11일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만료일이 다
가오면서, 중국은 EU에 시장경제지위 부여해줄 것을 지속 압박해왔다.
2016년 2월 집행위는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10주간의 의견수렴을 거쳤
는데, 동 지위 부여에 대해 EU 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016년 2월 15일, 수천명에 달하는
유럽 철강관계 종사자들이 브뤼셀에 집결해 MES 반대와 중국산 철강제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또한 2016년 5월,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연간 보고서에서 유럽 철강산업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중국을 꼽은 바 있다.
집행위에 따르면, 역외국의 덤핑행위로 EU 역내 산업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의
초과생산량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철강 초과생산량은 무려 3억 5천만 톤에
달하는데, 이는 EU 연간 총 생산량의 두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 같은 초과생산량에 따른 EU 수입량
증가로 역내 제품 가격이 40% 가량 하락했으며 약 4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EU 대비 고율의 관세를 매겨온 반면, EU는 상대적으로 저율관
세를 부과해 중국산 품목의 대EU 수입량 증가를 초래했다고 밝히며, 보다 강화된 수입규제조치가 신속
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예시) 냉연간판 품목의 경우, 2015년 기준 미국은 266%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반면 EU 부과관세
는 21.1%에 지나지 않음. 이 밖에도, 2012년 미국은 중국산 철근품목에 133%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EU의 관세는 22.5%에 불과
이번 마련된 집행위 제안서에 따라, 향후 왜곡된 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EU의 반덤핑 마진 산정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EU 무역구제제도 역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
라, 우리 관련 기업들은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 대EU 수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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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은 EU의 MES 불인정 입장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2016년 12월 12일, WTO에 EU
를 제소하는 등 현재 EU-중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EU는 그동안 역내산업의 보호차원으로
상당수 중국산 품목에 높은 요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만약 WTO에서 EU가 패소하고 중국에
대해 MES가 부여되는 경우, 더 이상의 고율 반덤핑 관세부과가 어려워져 중국산 제품의 EU 수입은 더
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우리 품목의 수출에 제동이 걸
릴 수 있는 바, 관련 결과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대한 수입규제동향
가.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벨기에는 EU 회원국인 관계로 EU의 규제를 따르고 있다. 2017년 5월 24일 기준으로 EU의 대한 수입
규제가 종료된 품목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제소년
도

품목명

제소근거
(규제근거)

조사결과
규제확정
및 형태

조사종결

2017년 5월
현황

EU 공동
71

섬유류

다자간협정:
ATC

쌍무쿼타(71)

규제종료

75

양송이 통조림

긴급수입제한

일방국별쿼타
(80.1)

규제종결(92.12)

77

철강제품
자전거용 타이어튜브

긴급수입제한
반덤핑

85

알루미늄 주방용품

반덤핑

무혐의

86

전자레인지

반덤핑

제소철회

87

옥살산
폴리에틸렌필름
폴리에스터絲
CDP
VCR 비디오 테이프
컬러TV(17인치이하)
H-beam

반덤핑
″
″
″
″
″
″

규제종결(90.4)
규제종결(93.6)

반덤핑관세
(88.7)
반덤핑관세
(88.12)
″ (89.12)
가격인상약속
(89.2)
반덤핑관세
(89.6)
″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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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병합처리

규제종결(93.7)
규제종결(94.6)
규제종결(93.8)
규제종결(94.2)
규제종결(98.1)
규제종결
규제종결(90.4)

벨기에 국가정보
한EU철강협정
체결

88

글루타민산나트륨
앨범
오디오 테이프
철제못
텅스텐 제품
신발류

반덤핑
″
″
″
″
긴급수입제한

PU(90.6)→
AD
(96.1)
가격인상약속
(90.6)
반덤핑관세
(91.5)

규제종결(03.9)
규제종결(95.6)
규제종결(96.5)
제소철회
무혐의

규제종결(92.12)

쌍무쿼타
(90.7)
반덤핑관세
(91.11)
반덤핑관세
(92.8)
반덤핑관세
(93.1)

90

폴리에스터사
일회용라이터
카라디오
폴리에스터短섬유사

반덤핑
″
″
″

91

DRAM
스텐레스봉강

반덤핑
″

가격인상약속
(93.3)

전자저울
플로피 디스크
컬러TV(17인치초과)

반덤핑
″
″

반덤핑관세
(93.10)
반덤핑관세
(94.9)
반덤핑관세
(95. 3)

전자렌지
대형알미늄 축전기
폴리에틸렌필름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관세
(96.1)
반덤핑관세
(94.6)

94

굴착기

반덤핑

무혐의

95

VCR 및 부품

반덤핑

제소철회

92

93

96

스텐레스 패스너
소형 팩시밀리

반덤핑
반덤핑

97

카오디오 시스템

반덤핑

무혐의

무혐의

규제종결(97.11)

병합처리

규제종결(98.10)
규제종결(06.2)
규제종결

무혐의

반덤핑관세
(98.2)
반덤핑관세
(98.4)

규제종결(01.1)
규제종결(00.1)

규제종결(03.3)
규제종결(02.3)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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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결(96.11)
규제종결(97.8)
규제종결(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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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00

02

와이어로프 및 케이블
반덤핑
폴리에스터합성
반덤핑/상계관세
필라멘트사

비디오테이프
폴리에스터단섬유사
주철제관이음쇠
상업용전자저울
14인치컬러브라운관
Hair Brush
합성필라멘트사 등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PET Film
비디오테잎팬케이크
와이어로프·케이블 선박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불공정경쟁

철강
DRAM

긴급수입제한
상계관세

폴리에스터 장섬유

반덤핑

반덤핑관세
(98.2)
반덤핑관세
(98.4)
반덤핑관세
(00.12)
반덤핑관세
(00. 8)
반덤핑관세
(00.10)
반덤핑관세
(00.10)

철강제,로프,케이블
철선로프

반덤핑
반덤핑
우회반덤핑

05

양문형 냉장고

반덤핑

06

TV브라운관

반덤핑

08

스텐레스냉연강

반덤핑

09

폴리에스터고강력사

반덤핑

합성고무

제소철회
규제종결(10.03)
규제종결(05.8)
규제종결(05.12)
규제종결(05.10)
조사철회
조사종료

반덤핑관세
(01.8)

규제종결(12.2.28)

규제종결(06.8)
규제종결
규제종결

반덤핑관세
(02.8)

규제종결(04.5)
규제종결
조사종료(05.2)

강력사
04

무혐의
무혐의

반덤핑관세
(12.1.27)

조사종료(05.2)
조사종료(05.8)

반덤핑관세
(8.3)

규제종료(11.9)
조사종료(06.11)
조사철회(09.4)
조사종료(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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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제 대상인 대한 수입 품목
2017년 5월 24일 기준, EU의 대한 수입규제는 총 6건으로 반덤핑 규제를 받거나 반덤핑 혐의로 조사
가 진행되고 있다(이 중 2건은 중국산의 우회덤핑).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3개 품목, 화학 2개 품목,
종이류 1개 품목이 해당된다.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 Code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01.06.01 반덤핑 조사개시
’02.08.24 최종 판정(한국산확정 관세율
44%)
’07.08.13 일몰재심 조사개시
’08.10.13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 결
정

철강제
관연결구
류

730793,
730799

철강
’13.10.15 일몰재심 개시
반덤핑:
반덤핑 ’01.06.01
및 금 ’14.12.03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 결
’14.12.03
속
정
’15.02.18 TK Corporation 사에 대해
부분(partial) 중간재심 개시
’16.03.04 TK Corporation에 대한 중간
재심 최종판정(관세율 32.4%의 예외관
세 적용) 그 외 한국산 제품은 모두 기
존 관세율(44%) 유지
’09.08.12 조사개시
’10.05.11 반덤핑 판정: 중국산 한국 우
회덤핑에 대해 반덤핑 관세 60.4% 부
과(조사협력 한국 업체 우회덤핑 관세
부과 면제)
’11.09.30 신규수출자 재심 및
중국산 한

철강로프
및 케이
블

우회

731210

‘12.06.26 해당없음 판정 (Seil Wire)

국 우회덤

철강 ’12.02.09 반덤핑 조치 종료재심 결과,
덤핑 09.08.12 핑에 대한 및 금 반덤핑 조치 유지 결정 (우회덤핑 반덤
속
(중국)
반덤핑
핑 조치 역시 유지)
’12.02.09
’13.08.27 신규수출자 재심, 중간재심
및 ‘14.05.12 해당없음 판정 (Good
wire, Line metal)
’15.11.26 신규수출자 재심, ’16.07.19
해당없음 판정(DaechangSteel)
우회덤핑 규제대상 제외업체는 아래 세
부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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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0 중국산 우회수출에 대한 조
실리콘
메탈

사개시

우회

280469

반덤핑:
’07.01.19 우회덤핑 최종판정(확정관세
화학
덤핑 ’06.04.20
’10.05.20
49%)
(중국)
’10.05.20 일몰재심 최종 지속 판정(확
정 관세 유지)
’14.08.14 조사 개시

규소 방
향성
전기강판

722511,
722611

철강 ’15.05.12 6개월간의 잠정 관세 부과(관
반덤핑
반덤핑 ’14.08.14
및 금
세 22.8%)
’15.10.30
속 ’15.10.30 최종판정(한국산 확정반덤핑
관세율 22.5%)
’16.02.18 조사 개시

ex48119000,

조사대상기간: ’15.01.01~12.31

경량감열 ex48099000,
반덤핑 ’16.02.18
지
ex48169000

반덤핑
’17.5.4

종이

조사
진행 중

화학

ex48239085
테레프탈
산 및 그 29173600
염(PTA)

반덤핑 ’16.08.03

’16.11.18 6개월간의 잠정 관세부과(관
세 12.1%)
’17.05.04 최종판정(한국산 확정반덤핑
관세율 10.3%)
’16.08.03 조사 개시
조사대상기간: ’15.7.1~’16.6.30
조사 진행 중

ㅇ 철강제 관연결구류(반덤핑)
철강제 관연결구류 품목의 경우 EU 이사회 규정 No. 1001/2008에 의거 현재 4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EU 의 반덤핑 관세는 당초 부과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부과되며, 이후 역내 업체의 지
속 부과요청이 없으면 자동 종료된다. 만약 역내 업체의 지속 부과요청이 있을 경우, EU 집행위는 조사
를 개시해 지속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3년 6월 26일, EU 집행위는 한국산 및 말레이시아산 철강제 관연결구류 품목에 대해 일몰재심 조
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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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하고 있다.
2014년 12월 3일, EU 집행위는 이 품목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2018년 1월 29일까지 연장 부과하기로
발표했다(관보 L 347). 반덤핑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덤핑 재발생 가능성이 높고 유럽 관련 업계 사정
이 다소 개선됐다고 해도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 있어, 덤핑재발은 피해재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2015년 2월 18일, EU 집행위는 한국 기업 TK Corporation로부터 철강제 관연결구류 품목에 대한 부
분 중간재심(Partial interim review)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며, 관보를 통해(C 58) 관련 조사를 시행한다
고 발표했다. 2016년 3월 4일 조사 결과, 재심이 인정돼 TK Corporation사에 대해서는 32.4%의 예
외 관세가 부과되고, 동 사를 제외한 모든 한국산 제품은 기존관세(44%)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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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철강로프 및 케이블(우회덤핑)
철강로프 및 케이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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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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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세 부과 제외 업체리스트에 등재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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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 26일, EU 집행위는 중국 우회수출 규제 대상제외를 위한 신규 수출자 재심 조사를 개시
한다고 발표했다(관련 집행위 규정 No. 2015/2179). 이 조사는 2015년 9월 7일 Daechang Steel Co.
Ltd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집행위는 관보 공표일로부터 9개월간의 조사를 시행했고, 2016년 7월
19일 해당 업체가 우회덤핑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해 반덤핑 관세 부과 제외업체 리스트에 신규
등재한다고 밝혔다(관련 집행위 규정 No. 2016/1167).
현재 반덤핑 관세 부과 제외업체는 총 15개로, 업체 리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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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창스틸

Daechang Steel Co. Ltd

DSR 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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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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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선재

Ssang YONG Cable Mfg. Co., Ltd

영흥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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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실리콘 메탈(우회덤핑)
실리콘 메탈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 중인 19%의 반덤핑 관세의 우회혐의에 따른 우회덤핑관세로,
한국 제품 수출 시 우회수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반덤핑 관세는 부과되지 않
는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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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됐다(관보 C 267). 이 조사는 2014년 6월 30일, 유럽철강협회인
EUROFER*(The European Steel Association)의 제소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중
국·일본·러시아·미국 등 총 5개국이 해당된다.
* EUROFER: 세계 최대 철강기업인 아르셀로 미탈 등 유럽 내 주요 철강기업들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
으며, 협회 소속 기업들의 규소방향성 전기강판 생산량은 EU 전체 생산의 1/4 이상
2015년 10월 30일, EU 집행위는 관보(L 284)를 통해 이 품목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
다. 반덤핑 관세 범위는 최저 21.5%에서 최고 39%로, 한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22.5%로 확정
됐다. 국가별 및 기업별 덤핑마진 및 반덤핑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국가명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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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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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위의 표에서 업체이름이 명시된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철강
재검사증명서(mill certificate)를 정해진 요건에 충족한 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상업송장이나 철강재검사증명서 중 어떤 것도 제시되지 않는다면, 위에 기재된 해당 기업에 대한 반덤
핑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ㅇ 경량감열지(반덤핑)
2017년 5월 3일, 집행위는 한국산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에 대해 순톤당 104.46유
로의 반덤핑 확정관세를 부과한다는 집행위 시행규정(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No
2017/763)을 발표했다(관련 관보: L114/3).
반덤핑 확정 관세율
(단위: %, 유로)
기업명

확정덤핑마진

확정피해마진

확정관세율

확정반덤핑관세

한솔그룹

10.3

37.0

10.3

104.46유로/톤

기타

10.3

37.0

10.3

104.46유로/톤

주1: 한솔그룹은 Hansol Paper Co. Ltd. 및 Hansol Artone Paper Co., Ltd를 의미함.
주2: 반덤핑관세는 잠정관세부과 당시 종가세 형태였으나 최종판정에서는 종량세로 변경
자료원: EU 집행위
경량감열지는 열에 반응해 인쇄되는 특수용지로 주로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CN
코드 기준 ex 4811 9000, ex 4809 9000, ex 4816 9000, ex 4823 9085의 품목이 해당된다. 이번 반
덤핑 관세는 2016년 2월 18일 개시된 집행위의 반덤핑 조사에 따른 것으로, 반덤핑 조사 제소자는
유럽감열지협회(ETFA)이다.
조사 연혁
- 2016.1.4. 유럽감열지협회(ETPA) 덤핑혐의 제소
- 2016.2.18. 집행위, 반덤핑 조사 개시(C 62/7)
- 2016.11.17. 집행위,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Regulation (EU) No 2016/2005)
- 2017.5.3. 집행위, 반덤핑 최종판정결과 발표
2016년 11월 17일 집행위는 한국산 경량감열지 제품에 대해 반덤핑 혐의가 있다고 결론짓고, 6개월간
12.1%의 잠정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Co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No 2016/2005).
집행위는 2012년부터 조사기간 도중 한국기업들의 역내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의 실질적 증가가 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 및 판매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인과관계(Causation)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밖에도 타 역외국산 경량감열지 제품의 경우 대EU 수출 감소에도 판매가격은 증
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산 제품은 대EU 수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판매가격은 반대로 하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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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 수출기업들은 제품가격을 인하해 EU 역내 시장점유를 급속도로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EU 생산기업들은 현재 역내 제품 생산비용
이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하할 수 밖에 없어 역내 관련 산업계가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 EU 기업의 톤당 역내 생산비용(2012년 1,177유로→2015년 1,215유로) 및 톤당 판매가격(2012년
1,316유로 → 2015년 1,176유로)
이번 집행위에서 발표된 최종판정에 따라, 한국산 경량감열지 제품에 대해 10.3%의 반덤핑 관세가 부
과되며, 동 규정은 EU관보 게재 다음 날인 2017년 5월 4일부로 발효 중이다.
ㅇ 테레프탈산 PTA(반덤핑 조사 개시)
EU 집행위는 2016년 8월 3일 자 EU 관보(C 281/18)를 통해,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 및 그 염
(purified terephthalic acid and its salts)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제소자는
BP Aromatics Limited NV(벨기에), Artland PTA SA(포르투갈), Indorama Ventures Quimica S.L.U(스
페인)으로, 이들의 생산량이 유럽 전체 생산량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품목은 한국산 고순도(99.5% 이상) 테레프탈산 및 그 염(purified terephthalic acid and its
salts)으로 플라스틱병, 필름 등에 주로 사용되는 석유화학 품목이며 CN 코드 기준 29173600이다. 덤
핑사실 및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집행위의 조사대상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
지며, 이외에도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품목 수입 추이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5. 관세제도
가. 개요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르고 있다. 벨기에는 EU 공동 관세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
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으며, 관세는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
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JEU)를 통해 공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
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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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존재한다. 이 밖에도, 계절에 따라 가격 변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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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한다.
EU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
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나. 관세율 종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EU는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
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 이하 GSP)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도국의 EU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기존의 수출경쟁력을 갖
춘 국가는 점진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
해서 무관세로 쿼터도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의 취지대로 실제 혜택이 필요한 개도국에 혜택을 집중시
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EU의 GSP 제도는 아래와 같이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ㅇ 일반 GSP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ㅇ GSP+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돼 있으며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2/october/tradoc_150025.pdf
ㅇ EBA(Everything but Arm)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GSP의 수혜 관련 기준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Regulation No.978/2012 제4조에 명시돼 있
다. 제4(1)(a)조는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3년간 연속으로 고소득 또는 중위권 소득국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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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국가는 GSP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제4(1)(b)조는 FTA 등과 같이 GSP와 같거나 더
좋은 관세혜택을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GSP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정 제5조는 부록 2편(Annex II)에 수록된 GSP 수혜국가 명단을 매년 1월 1일까지 제4조 기준
에 따라 연례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GSP 수혜지위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적응할 충분
한 시간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즉, GSP 4(1)(a)조에 의한 경우에는 1년 동안 GSP 혜택은 그대로 유지
되며, 4(1)(b)조에 의한 경우에는 협정의 적용일자로부터 2년 동안 GSP 혜택이 유지된다.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
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
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
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벨기에 경우에는 21%가 적용)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
다 차이가 있다.
최신 정보
2016년 12월 1일, 집행위는 역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 개편안(VAT Digital Single
Market Package)을 발표했다. 이는 2015년 5월 EU에서 발표한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EU Digital
Single Market) 정책의 일환으로, 역내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 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표이다.
현행 제도상 EU 내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들은 판매자가 소재한 모든 EU 국가 내에서 VAT 등록절
차를 거쳐야 했다. 이 같은 번거로움과 각국별 상이한 온라인 상거래 규정 등으로 역내 기업의 7%
만이 국가간 온라인 거래를 하고 있으며, VAT 미신고 등 부정행위로 인한 EU 피해액은 연간 50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2016년 12월 1일, 집행위는 VAT 개편을 통해 행정절차
를 간소화시키고 국가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원스톱샵(OSS; One Stop Shop for electronic services)을 구축해, 각 국별 매출액의 개별
신고가 아닌 통합된 신고를 통해 전체 EU 국가 내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분기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타 EU 회원국 내 온라인 판매규모가 1만 유로 미만인 경우, 해당 판매액에 대해 타 회원
국이 아닌 자사 소재국의 VAT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현재까지 22유로 미만의
상품이 EU 내 수입되는 경우 VAT가 면제돼 왔으나, 앞으로는 상품가격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가 부과된다. 집행위는 22유로 미만의 제품이 EU 에서 생산되는 경우 VAT가 부과되지만 비 EU
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는 등 역외국 수출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EU의 온라인 수입규모는 연간 약 1억 5천만 유로에 달하는데, 많은
역외국 제조자들이 고부가가치 소형상품들에 대해 수출서류를 조작해 VAT를 면제받고 있다고 덧붙였
다. 이에, 2021년부터 이 같은 VAT 면제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해 역내 제조업자들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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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이번 제안안이 발효되는 경우 매년 70억 유로가량의 추가 세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VAT 세제 개편은 2018년과 2021년 등 두 단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된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관세
환급이나 수입규제 적용 유무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상품종류에 따라 정확한 상품 분류번호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 중인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동 사이트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에 원하는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
b=&
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
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해당 사이트 입력화면(HS Code 831120: 비금속제의 선 품목을 예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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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결과 조회 화면

동 품목에 대한 관세 조회 결과 타국 제품의 관세는 2.7%이며, 한국산 제품의 경우 2011년 7월1일부
터(한-EU FTA) 0%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품 분류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
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벨기에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Code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번
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때 정확한 상품 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EU는 EU 수출입업자에게 수출입 상품의 정확한 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
이라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EU 수출입업자는 1개의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BTI 상품 분류번호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국 세관에서 발급한 상품번호는 EU 전체에 유효하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6년이나, EU가 규정을 통해 해당 상품의 관세번호를 변경할 때에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기존 상품번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수출입업자는 해당국 세관당국에 과
도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으로 규정된 조건이 충족될 때 세관당국은 과도기간을 부여
하게 된다. BTI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EU 집행위 관세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tariff_aspects/classification_good
s /index_en.htm#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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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
EU에 수입 상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려는 사람은 상품 수입 시 수입국 세관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세관신고 방법에는 인터넷을 통해 하는 방법과 신고서(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작성을 통해
문서로 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서는 하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procedural_aspects/general/sad/index_en.htm
이 밖에도 2009년 7월 1일부터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공동의 세관번호를 사용하
도록 하고 있다. EORI 번호는 EU 회원국 각국 세관이 등록 신청자(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customer code인데,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 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
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 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지칭한다. 원산지 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비 특혜 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
지 규정으로 구분된다. EU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 GSP 등 관세혜택이 주어지는 특정 국가로만 적용되
는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반덤핑조치 등 통상정책 조치를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적용하고 있다.
EU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제품의 최종적, 실질적,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공정 또는 작업 및
중요한 제조 공정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에 결정되고 있다.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
산지 규정 또한 벨기에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은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
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해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 적용되고
있다.
한-EU FTA 발효 이후, EU 내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들은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인증제도는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는 수출자에 원산지 증명절차의 간소화 및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인증수출자로 지
정받은 기업은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발급절차는 수출자가 관세청에 인증수출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관세청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번
호가 포함된 인증서를 받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이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인증 수출자로 인정이 되면,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
서에 자필 서명 대신 인증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한편, 한-EU FTA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조건 6항인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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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게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에 의거, 벨기에 세관당국에
서 적용하고 있는 사후 협정 적용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IMAG 발급)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
다.

6. 주요 인증제도
가. 개요
벨기에는 EU 회원국으로서 EU 차원의 자유로운 상품 및 서비스 이동의 보장을 지키는 인증제도를 비
롯해 벨기에 자체 내 임의적 인증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라벨 등 벨기에 자체의
인증제도는 시장 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가 실제적으로 비
즈니스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나. 주요 인증별 현황
1) 강제인증
가) CE 마크 제도(EU 공통)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불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
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를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됐으며, 현재 유효한 지침은 2008년 7월 9일
발효된 EU 규정 No.765/2008이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
압기기, 의료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공산품에 대해 적
용되고 있다.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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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품목
품목

규정 지침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2006/95/EC, 2014/35/EU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
2009/105/EC, 2014/29/EU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

장난감(Safety of toys)

2009/48/EC

건축 관련 제품(Construction products)

305/2011/EU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2004/108/EC, 2014/30/EU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

기계(Machinery)

2006/42/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2009/142/EC

유류 및 가스 사용 온수 보일러
(new hot-water boilers fired with liquid or gaseous

92/42/EEC

fuels)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폭발가능성 대비를 위한 장비 및 시스템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s intended for
use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3/15/EEC, 2014/28/EU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
94/9/EC, 2014/34/EU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
94/25/EC, 2013/53/EU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2016년 1월 19일부터 적용)
95/16/EC, 2014/33/EU

승강기(Lift)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
97/23/EC, 2014/68/EU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2016년 7월 19일부터 적용)
2004/22/EC, 2014/32/EU

측정기기(Measuring Instrument)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Radio Equipment &

99/5/EC, 2014/53/EU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2016년 6월 13일부터 적용)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ions to carry
persons)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발화제품(pyrotechnic articles)

2000/9/EC
90/384/EEC, 2014/31/EU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
2013/29/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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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규정 지침

RoHS 2 지침

2011/65/EU

발급 절차
적합성 평가 모듈(모듈 구성)

모듈

설계
단계

A
(내부생산
관리)
제조자

제조자는 공인기관에

1. 인증기
관의 열람
을 위한
기술문서
보존

1. 기술문서
2. 형식(견본) 제출

제조자
1. 필수요
건에 대한
적합성 선
언
2. CE 부
착
생산
단계

B
(EC 형식검사)

C
형식
적합성
제조자
1. 승인된
형식
적합성
선언

D
제조
품질보증
제조자
1. 제품
검사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Aa(NB)
2. CE 부착
1. 제품특
성
항목시험
2. 불특정
간격으로
제품
Check

인증기관
1. 제품
특성 항목시
험

2. 승인된
형식
적합성 선언

인증기관은

제조자

1. 필수요구사항 확인
2. 필요에 따라 시험
3. EC 형식 검사
인증서 발행

E
제품
품질보증

F
제품
검증

제조자
제조자
1. 제품
1. 승인된
검사에 관한 형식 또는
품질
필수요건에
대한 적합성
선언
2. 승인된
형식
적합성 선언 2. CE 부착

3. CE 부착
3. CE 부착
인증기관

G
(단위검증)

인증기관
1.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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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1. 샘플링
검사로
적합성 검증

1. 기술
문서제출

H
(완전품질
보증)
제조자
품질시스
템 운영

인증기관
1. 품질시
스템 감독
2. 설계적
합성
확인
3. 설계인
증서
발급
제조자

1. 제품 제
출
2. 적합성
선언
3. CE 부착
인증기관
1. 전수
검사를 통
해 적합성
확인
2. 적합
인증서 발
행

제조자

1. 인증받
은
제조 및
시험에 관
한 품질
시스템운
영
2. 적합성
선언
3. CE 부
착
인증기관
1. 품질시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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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A
(내부생산
관리)

B
(EC 형식검사)
2. 불특정
간격으로 제
품 Check

1. 품질
시스템
승인

시스템 승인 2. 적합성
2. 품질
인증서 발행
시스템

G
(단위검증)

H
(완전품질
보증)
승인
2. 품질시
스템 감독

감독
2. 품질
시스템
감독

주: 품질시스템승인: (설계), (생산),(최종제품 검사 및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적합성평가 절차

자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유의사항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
고 CE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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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
포함한다)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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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규격: 2000/14/EC 지침에 의거해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
해야 한다.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용이해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
할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이 가능하다.
- 만약,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적으
로 표시가 돼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회원국은 샘플 검사 시 관련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 환경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요
인을 제거하도록 요구하거나 제품의 판매를 금한다.
최신 정보
CE 인증 품목 중, 일부 품목군(EMC, 단순압력용기 등)에 대한 신규 지침이 2016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어 우리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저전압 지침 및 전자파적합성 지침 개정의 경우, 다수
의 전자제품 기업과 50~1000V, 75~1500V 전압을 가진 거의 모든 제품에 해당되는 바, 해당 품목의
제조사 및 수입업자들은 신 CE 지침을 잘 숙지해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나)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EU 공통)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
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일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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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마크

적용 대상 품목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
지된다. (다만, 예외사항이 존재)
- 납: 0.1%
- 수은: 0.1%
- 육가크롬: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0.1%
- 카드뮴: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2015년 6월 4일, EU 집행위는 RoHS 규제 해당 물질 목록을 수정한다는 집행위 지침 2015/863을 관
보에 공고했다. 이에 따라, 상기 물질 외에도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이 목록에 추가되
며 규제치는 0.1%로 제한된다. 이번 수정된 지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EU 각 회원국 규정 내
이행됐으며, 2019년 7월 22일부터 프탈레이트 4종 물질의 사용 금지가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 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TUV-Rh Korea, Intetek Testing Centre Korea, SGS Testing Korea
미이행 시 제재사항
EU 각국의 RoHS 검열기관들은 단속활동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 우리 관련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침 불이행 시 벨기에의 경우 4만 유로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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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제한지침 II(RoHS2)
RoHS의 개정안으로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해물질 제한지침II(RoHS2)는 기존 RoHS와는
달리 시장감독과 적합성 평가를 보다 강화한 지침이다. 이 지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RoHS2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고는 CE마크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RoHS 지침은
2002년 제정 당시 WEEE 해당하는 품목 중 의료기기와 측정 및 통제장비를 제외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만 규제하기로 했었으나, 2014년 7월 22일부터 이 지침이 의료기기에도 확대됐다. 의료기기 적
용시점은 품목마다 조금씩 달리해 적용되고 있으며 품목별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다.
제품 구분

적용시기

의료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

2014년 7월 22일부터

체외진단 의료기기

2016년 7월 22일부터

사업용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

2017년 7월 22일부터

그 외 모든 전자제품

2019년 7월 22일부터

한편, 의료기기 제조에서 유해화학 물질의 예외적인 사용 승인 리스트는 RoHS2 지침 부속서 4내 예외
조항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예외적 물질 사용 승인을 받았더라도 물질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조업체는 지침의 수정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
다) WEEE-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 관련 규제(EU 공통)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지침으로, RoHS 2002/95/EC와 함께 2003년 2월 제정됐다. 회원국들은 자국법
으로 제정해, 동 지침을 준수하며 EU는 이를 평가 및 감독하고 있다. WEEE 지침은 전기전자제품에 대
해서 회수, 재활용, 재생을 목표로 하며 폐전기전자제품 처분 및 개인 전자제품 사용자로부터 무료로
제품을 회수하도록 한다. 또한 제조자는 수집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도록 요구된다.
인증 마크

관련 기관
- 기관명: TUV Rheinland Korea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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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28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
- 전화번호: +82.2860.9860
- 홈페이지: www.tuv.com/kr
라)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EU 공통)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도입시기 및 적용 대상 품목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
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preparation)의 경우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article)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
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단량체, 또는 첨가제의 총
량이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첨가제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신고 대상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
이고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이고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
록의무가 면제된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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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허가 대상
연간 100톤 이상 물질과 고위험성 물질
절차: 사전등록 – 등록 – 신고 – 평가 – 허가 – 제한
인증기관
- 기관명: 유럽화학물질청(ECHA)
- 웹사이트: http://echa.europa.eu
- 주소: Annankatu 18, 00120 Helsinki, Finland
- 전화번호: +358.968.6180
- 이메일: info@echa.europe.eu
국내 관련 기관
- REACH 기업지원센터: www.reach.or.kr
- REACH 도움센터: www.reach.me.og.kr
-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대응지원 시스템: http://selfcheck.smba.go.kr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REACH상 등록 의무자는 EU 제조자와 수입자이므로, 우리 기업은 법률상 등록 의무가 없다. 그러나
EU 수입자가 등록을 회피하거나 우리 기업 입장에서 수입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EU
내 유일 대리인을 선임해 등록해야 한다. 특히, EU 수입자가 화학 물질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수입상과
상의해 빠른 시일 내에 등록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최신 정보
REACH는 시행 이래 현재까지 1차 등록(2010년 11월), 2차 등록(2013년 5월)이 완료된 상태이며
2018년 5월 31일까지 3차 등록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REACH 등록과 연계하에 대응해야 하는 화학
제품 혼합물의 분류, 표기, 포장 규정인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가 2015년6월 1
일부터 혼합물로 확대 적용되고 있어, 동 CLP 규정에 따라 해당 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을 다시 변경해
야 하는 등 관련 산업계에 다소 혼란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고위험성 후보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목록의 경우, 총 1만 4,974개
에 이르는 REACH 등록물질 중 161종이 후보물질로 등재된 상황이다(2015년 4월 기준). 2018년 3차
등록 시에는 시장 내 등록 가능 물질 수가 3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10년 및 2013년에
이미 등록한 기업들 역시 2018년 3차 본 등록 준비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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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IECEE-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EU 공통)
동 제도는 1985년 IEC와 유럽 전기기기안전규격위원회인 CEE가 기능을 통합해 만든 것으로, IECEE의
회원국 간에서는 한번 안전성을 시험한 전기제품의 경우 재 테스트 없이 상호적으로 인정해 인증절차
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증 마크

인증대상품목
배터리, 케이블, 전선, 스위치, 안정기, 변압기, 가정용전기기기, 조명기기, 측정장비, 의료기기, 정보통
신기기, 오디오/비디오 기기, 전기장난감 등의 각종 전기전자기기
제도 주요 내용
IECEE 회원국 간 전기전자 제품 시험 결과를 서로 인정하자는 상호 협정이므로 외국 유명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 국내 제조업체가 단순히 서류심사만으로 IECEE 제도에 가입한 국가
에서 인증 획득이 가능해진다. 국가의 전기용품 안전관리 체제를 국제표준에 적합한 인증체제로 전환해
외국과 상호인정을 촉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내 업체의 수출을 확대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공장 검사가 현지에서 수행되므로 제품 시험에 필요한 부대비용, 인증 비용, 절차의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주관기관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CEE(유럽전기기기안전규격위원회)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시장 진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유의사항
제품에 변동이 없는 이상 지속되지만 자국의 시험소(NCB)에 의해 3년에 한 번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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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Mark(EU 공통)
EU 자동차 분야 승인제도로서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 옆에 붙는 숫자는 EU-28개국별로 달라지며 국가마다
별도의 코드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별 코드는 아래와 같다.
1: 독일, 2: 프랑스, 3: 이탈리아, 4: 네덜란드, 5: 스웨덴, 6: 벨기에, 7: 헝가리, 8: 체코, 9: 스페인, 11:
영국, 12: 오스트리아, 13: 룩셈부르크, 17: 핀란드, 18: 덴마크, 19: 루마니아, 20: 폴란드, 21: 포르투갈,
23: 그리스, 24: 아일랜드, 26: 슬로베니아, 27: 슬로바키아, 29: 에스토니아, 32: 라트비아, 24: 불가리
아, 36: 리투아니아, 49: 사이프러스, 50: 말트
인증 마크

인증대상품목
인증 대상 부품 및 시스템 리스트
인증 대상 부품 및 시스템
소음(Sound levels)
매연(Emissions)
연료탱크/후면보호장치(Fuel tanks/rear protective devices)
후면 등록번호판 공간(Rear registration plate space)
조향 조작력(Steering effort)
문의 래치 및 힌지(Door latches and hinges)
음향경고(Audible warning)
간접 가시장치(Indirect vision devices)
브레이크(Braking)
주파수 억제(Radio suppression)
디젤매연(Diesel smoke)
내장재(Interior fittings)
도난방지 및 이동방지장치(Anti-theft and immobiliser)
보호조향(Protective st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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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부품 및 시스템
좌석강도(Seat strength)
외장돌출(Exterior projections)
속도계와 후진기어(speedometer and reverse gear)
번호판(Plates-statutory)
좌석벨트 고정 장치(Seat belt anchorages)
전조등과 신호등 장치의 설치(Installation of lighting and light signalling devices)
역반사기(Retro-reflectors)
마감선, 전(측)면 위치, 후(측)면 위치, 정지, 측면마커, 주간운행등
[End-outline, front-position (side), rear-position(side), stop, side marker, daytime running
lamps]
방향표시기(Direction indicators)
후면등록번호판등(Rear registration plate lamps)
전조등-전구포함(Headlamps-including bulbs)
전면 안개등(Front fog lamps)
견인장치(Towing hooks)
후면안개등(Rear fog lamps)
후진등(Reversing lamps)
주차등 (Parking lamps)
좌석벨트와 억제시스템(Seat belts and restraint systems)
전면시야(Forward vision)
조작장치구별(identification of controls)
성애/안개제거(Defrost/demist)
워시/와이퍼(Wash/wiper)
난방장치(Heating systems)
휠 보호(Wheel guards)
헤드고정(Head restraints)
CO2 배출/연료소비(CO2 emissions/fuel consumption)
엔진출력(Engine power)
디젤배출(Diesel emissions)
측면보호(Lateral protection)
스프레이 억제장치(Spray-suppression systems)
중량과 크기-승용차(Masses and dimensions (cars))
안전유리(Safety glass)
타이어(Tyres)
속도제한기(Speed limiters)
중량 및 크기-승용차이외(Masses and dimensions-other than vehicles referred to in item 44)
차체의 외부노출(External projections of cabs)
연결장치(Coup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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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부품 및 시스템
난연성(Flammability)
버스(Buses and coaches)
전면충격(Frontal impact)
측면충격(Side impact)
위험물 운반용 차량(Vehicles intended for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전면저류보호(Front underrun protection)
보행자보호(Pedestrian protection)
완성차 인증대상: 자동차 및 트레일러
카테고리
M

대상 품목
승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4륜 이상의 차

M1

승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운전자를 포함 8석 이하의 차

M2

승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8석을 초과하나 5톤 이하의 차

M3

승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8석을 초과하고 5톤 초과의 차

N

화물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4륜 이상의 차

N1

3.5톤 이하의 화물차

N2

3.5톤 초과 12톤 이하의 화물차

N3

12톤 초과의 화물차

O

트레일러

O1

0.75톤 이하의 트레일러

O2

0.75톤 초과 3.5톤 이하의 트레일러

O3

3.5톤 초과 10톤 이하의 트레일러

O4

10톤 초과의 트레일러

인증 담당기관
EU 각국의 교통관리부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아야 한다.
도입시기
1970년 2월 EU집행위는 최초로 자동차분야 EU 형식승인제도를 도입, 시행했으며 1992년 8월
70/156/EEC지침을 수정 보완한 'EC Whole Vehicle Type-Approval' 92/53/EEC 지침을 도입, 1993년
1월부터 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다른 회원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도15개 회원국
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ECE(유럽 공동체) 및 EU(European Union)는 ECE R-10.02 와 Directive 95/54/EC(72/245/EEC를 개
정)에 따라 1996년 1월 1일부터 차량은 강제로 적용하고, 전장품은 자율 적용해 오다가 2002년10월
1일부터는 전장품도 강제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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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Marking과 달리,
EU 각국의 교통관리부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 인증기관인
교통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소요 기간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1~2개월이 일반적으로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EMC는 시험에 1~2일이 소요되고 강화유리의 경우 10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시험이 완료
된 후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는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인증 획득 없이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유죄가 되며 구체적인 벌칙은 법원에서 결정한다.
사) 타이어 라벨
EU는 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타이어에 대해 회전저항(RR), 젖은 노면 제동력(Wet Grip), 소음(Noise)
효율등급을 A에서 G까지 표시하는 라벨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라벨

적용 대상 품목
승용차 및 SUV, 경화물차 및 화물차용 타이어가 적용대상 품목이다. 보조용 타이어나, 경주용 등 일반
도로용 타이어, 재생타이어 및 컬랙션 자동차용 타이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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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2012년 11월 이후
유의사항
소음에 대한 라벨 표기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음 측정 단위인 db로 표기된 측정 소음
치가 LV-3보다 작거나 같으면 최고 단계인 Wave-1을, 이보다 크되 소음의 한계치(LV)보다 작거나 같
으면 Wave-2를, 그리고 측정 소음이 한계치(LV)보다 크면 최하 단계인 Wave-3을 각각 부여한다. 그
리고 회전저항 C등급, 젖은 노면 제동력 C등급 이상을 획득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시장 샘플링 검
증을 통해 타이어에 부착된 라벨과 검사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판매 및 서비스가 중단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 목제품 수입규제법(EU 공통)
EU 집행위는 2013년 3월 1일, 무분별한 산림벌채로 인한 환경훼손 및 위법 벌채를 막기 위해 EU 내
유통되는 목제품을 규율한다고 밝혔다.
도입시기 및 적용 대상 품목
2013년 3월 3일 이후 EU 내 반입한 수입 목재에 적용되며, EU 내에서 벌목·제작된 목제품도 해당한
다. 이 수입규제법은 목재뿐만 아니라 건축재와 종이 등에 이르는 다양한 목제품에 적용되며, EU 규정
에 맞는 목재∙목제품만이 시장에 반입될 수 있다.
새 규정 적용 항목(HS Code)
땔나무(4401), 원목(4403), 궤도용 침목(4406), 제재목(4407), 단판(4408), 가공한 목재(4409),
보드(4410), 섬유판(4411), 적층목재품(4412), 고밀도화 목재(4413), 틀(4414), 목재용기·펠릿류
(4415),
목재배럴 및 부분품(4416), 건축용 목제건구·목공품(4418), 지·판지-대나무제외(47·48),
가정·사무실 목제가구(9403) 및 목제의 것(9406) 등
미적용 항목: 잡지·신문 등 간행본, 재활용품, 등·대나무 제품, 사용 목적이 아닌 단순포장재 등
새 규제법에서 알아둬야 할 사항: 오퍼레이터와 무역상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EU는 '오퍼레이터'와 '무역상' 두 카테고리로 분류해 역할을 나누었다.
- 오퍼레이터: EU국가 내에 목제품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자
- 무역상: 오퍼레이터로부터 목제품을 받아, 시장에 판매·구입하는 자(오퍼레이터 없이 무역상이 직접
EU 외 국가에서 목제품을 사서 EU에 도입했다면, 이 경우 무역상이 오퍼레이터 역할을 함께 맡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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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퍼레이터

무역상

역할

Due diligence 이행의 의무

이력추적(Traceability)을 위한
공급처 및 중간상들의 정보 확보

- Due diligence: 원목 원산지 및 생산 공급업체, 벌채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벌채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Due diligence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 정보 확인: 목재·목제품 정보, 벌채국가, 공급자 연락처에 관한 정보 확보
- 리스크 측정: 목제품 수입과정 중 불법과정 유무에 대한 리스크 측정
- 리스크 관리: 목제품이 불법과정을 거쳤을 리스크가 있을 경우, 이를 축소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후
관리(그 예로, 벌채과정이 확실하지 않을 시 공급처에 추가적인 서류와 정보 요구로 리스크 축소 가능).
이는 리스크가 크면 EU에 제품 반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오퍼레이터는 별도로 사전에 지정받는 개념이 아니라 Due diligence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오퍼레이터
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인증
인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퍼레이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 측정을 하거나 EU에서 인증
한 기관(MO: Monitoring Organization)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오퍼레이터의 역량에 따른 자
율적 선택이다.
오퍼레이터가 합법적인 과정을 거친 제품이라고 판단되면 품목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오퍼레이터가 리
스크 축소를 위해 다른 정보나 서류를 요구할 시 해당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확인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다(상기 확인서는 통관 시 세관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오퍼레이터의 리스크 측정 예시

자료원: Eur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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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절차
- 공급처는 오퍼레이터가 요구하는 수출품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서류 발송
- 오퍼레이터의 Due diligence 이행(정보 확인 및 리스크 측정 후 크다고 판단되면 다른 서류들의 보
충으로 리스크를 축소함)
- 오퍼레이터의 EU시장 내 목제품 반입 → 무역상에 제품 인도(또는 판매)
- 무역상의 EU시장 내 판매(무역상은 오퍼레이터로부터 합법적 과정을 거친 목제품이라는 증명사실을
받아서 지녀야 함)
유의사항
EU 내 제품 반입은 오퍼레이터 판단에 의하기 때문에 반입 후 책임은 오퍼레이터에 있다. 또한 회원국
마다 관리 감독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이들 기관은 오퍼레이터를 수시로 검문하며 오퍼레이터는 검문
시 Due diligence 이행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불이행으로 판정이 나는 경우, 이에 따른 페널티는
처음 품목을 반입한 EU 회원국 법에 따르게 된다(예로, 품목을 스페인에서 반입했는데 벨기에에서
Due diligence 불이행 판정 시 페널티는 스페인 법에 따르게 된다).
한편, 이 규제법은 EU 산하 산림관리 및 거래 행동계획(FLEGT)에 가입한 국가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
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허가를 받은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별도의 EU 인증 없
이 EU 반입이 가능하다.
자) 섬유제품 관련 신 라벨링 규정(EU 공통)
이전 EU의 섬유제품 관련 라벨링 규정은 73/44/EEC, 96/73/EC, 2008/121/EC 등 3개의 지침으로 분
산돼 있었다. 지침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침 그대로 시행될 수는 없고 EU에서 제정한 지침을 각 회원
국에서 국내법에 적용해 시행하게 되는데, 회원국들이 지침을 자국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침 규정의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어왔다. 또한 회원국마다 시행법 내용이 각기 달라 비즈니스에 혼동
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EU는 기존의 3개 지침(73/44/EEC, 96/73/EC, 2008/121/EC)을
하나의 규정(Regulation 1007/2011 on fibre names and related marking of the fibre composition of
textile products)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신 규정은 라벨에 사용되는 섬유제품의 섬유명(textile fibre names), 혼방섬유의 각 섬유의 구성비율,
동물성 비 섬유 자재가 함유된 섬유의 라벨링 의무와 표시 방법, 섬유제품의 각 섬유 구성비율을 결정
하는 양적 분석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라벨에 사용되는 섬유명은 Annex I에 규정돼 있다. 원칙적
으로 Annex I에 명시된 섬유명만 라벨에 사용될 수 있으며 Annex I에 명시된 섬유명은 다른 섬유에 어
근이나 형용사로 사용될 수 없다. 단, Annex I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섬유의 제조자나 위임자는 EU집
행위에 신제품명을 Annex I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서와 함께Annex II에 따른 기
술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각 회원국마다 상이해 복잡했던 지침(directive) 형태를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어 제조자/수입업체들의
유럽시장 활동이 훨씬 수월해졌을 뿐 아니라, 라벨을 통해 소비자에게 명료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소비
자 보호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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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2012년 5월 8일
적용 대상
- 제품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textile fibre)로 된 제품도 섬유제품으로 간주
- 커버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textile fibre)로 된 가구, 우산, 양산
- 겉표면(upper layers)이나 커버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로 된 floor covering, mattress
coverings, coverings of camping goods
- 특수 구성성분의 섬유제가 다른 제품에 통합돼 한 제품을 구성하는 경우
유의사항
100%의 동일한 섬유로 제조된 섬유제품에만 100%나 ‘pure' 또는 ‘all’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관례적
으로 추가한 것이 아니라 우수제품의 제조 과정에서(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술적으로 불가피
하게 다른 섬유가 들어간 경우에, 이 다른 섬유의 비율이 중량기준으로 2% 이상 함유되지 않을 때
100%나 'pure' 또는 'all'을 라벨에 표시할 수 있다. 단, 기술적으로 불가피함을 입증해야 한다.
2개 또는 그 이상의 섬유로 만들어진 혼합섬유제품의 경우, 각 구성섬유의 함유 비율(비중기준)을 라벨
에 표시해야 한다. 단, 구성섬유가 main lining이 아니며 그의 비중이 섬유제품의 전 중량에서30% 미
만일 때에는 라벨에 구성섬유의 비중을 반드시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한편, 2개 이상의 섬유제품
요소가 모두 동일한 섬유로 된 것으로 단일 제품(single unit)을 구성할 때 각 섬유제품마다 라벨을 부
착할 필요가 없이 1개 라벨만으로 충분하다. 모피나 가죽 등의 동물성 비 섬유제가 함유된 섬유제품의
경우, 라벨에 '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우리 섬유제
품 수출업계는 특히 혼합섬유 제품의 각 섬유 구성비율을 결정할 때 동 규정에 의한 분석방법을 따라
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경우에 따라 수입업체는 섬유 구성비율을 결정할 때 사용
한 분석방법에 대한 서류를 제조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 에너지 라벨(EU 공통)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G까지 Energy 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
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
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발전에 따
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
이 높은 A++, A+ 등이 나오고 있다.
EU의 에너지라벨 제도에 따라 해당 품목 제조업체는 A에서부터 G까지 7단계의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각 라벨은 녹색(A)-노랑색(D)-붉은색(G)로 이어지는 일련의 색상이 부여돼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
다.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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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및 근거법령
- 기관: EU 집행위
- 근거법령: 에너지 라벨링 지침(Energy Labelling Framework Directive, 2010/30/EU)
최신 정보
2015년 7월 15일, EU 집행위는 현재 분류되고 있는 A+++부터 D 또는 G까지의 에너지 라벨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된다면서 현행 에너지라벨 지침을 수정하는 집행위 제안서를 발표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최상위 클래스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A++ 이상)이 유럽 시장 내 급격히 증가함에 따
라 소비자들이 더 이상 + 등급이 구매동기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있으며, 특정 제품의 경우 7개 레벨
중 상위 3개에 한해서만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므로 하위 등급 제품은 실제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식기세척기 제품의 경우, 시장 출시가 가능한 제품의 최소 에너지 레벨이 A+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매우 낮은 단계라 생각하지 않고 매우 좋다고 여기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
다는 점이다.
2017년 3월 21일, EU 집행위는 세척기,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라벨 개정안에
대해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의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가전제품의 에너지 라벨이
명확하지 않은 A+ 등급 표시에서 이전의 A~G 클래스 표시방법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집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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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라벨 부착 제품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제품 에너지 효율을 비교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자들의 EU 회원국 내 시장활동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자 합
의된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카) 식품라벨 규정 강화
2011년 11월 22일, 집행위는 기존의 식품라벨 규정을 강화하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1169/2011을 관보 L304/18에 발표했다. 신규 식품라벨 규정은 소비자들이 식품에 내 포함돼 있는
있는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분, 단백질, 염분 등 함유량과 식품의 열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과 알레르기성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에는 해당 성분을 소비자가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표
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기존 규정보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방향
으로 강화했다.
규정 목적
소비자들에게 알아보기 쉽고 명료한 정보를 라벨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좀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법규의 간소화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규정 적용시기
2014년 12월 13일부터(다만, 영양성분 표시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적용)
제도 주요 내용
ㅇ 영양 성분표 표시 의무
소비자들이 한눈에 식품에 들어있는 지방(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탄수화물(carbohydrates), 당
분(sugars), 단백질(protein), 염분의 함유량과 열량(energy content)을 읽을 수 있도록 포장 위에 표
로 표시해야 한다. 열량과 성분 함유량의 기준은 100g당 또는 100ml당으로 표시돼야 함. 영양 성분표
이외 추가로 1인분 개당(portion) 열량과 성분 함유량을 표시할 수 있다.
ㅇ 알레르기성 성분 구별 표시
현행 EU 식품라벨 규정에서도 포장된 식품(pre-packed foods)에 들어있는 알레르기성 성분(allergenic
substances)를 포함한 모든 성분들이 구별 없이 리스트 형식으로 포장 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 규정에서는 특히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 현행 규정과 달리 해당 알레르기 성분이
여타 성분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강조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이 다른 성분과 구별될
수 있는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한 식품임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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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식품 카테고리 확대
쇠고기(beef), 꿀, 올리브유, 생 과일 및 야채 등 일부 식품과 그 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
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원산지 라벨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EU의회의 요구로 신
규정에서는 현행 규정의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에다가 돼지, 양, 염소, 조류의 신선한 고기를 추
가해 이들 제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ㅇ 소비자를 오도하는 포장 금지
동 규정은 식품 포장의 겉모양과 글자 표기(description), 또는 표기된 그림(pictorial presentation) 등
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야채 치즈(cheese-like foods made with vegetable products)'와 같이 제품의 구성 성분이
본래의 치즈와는 다르나 모양상 치즈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모방식품(imitation foods)'들은 소비자가
모방식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떤 식품에는 정상적으
로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성분이 다른 성분으로 대체된 식품의 경우, 포장
팩(pack) 앞면의 브랜드명 옆에 뚜렷한 크기의 활자로 모방식품임을 표기해야 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고기로 만들어진 육류 식품에는 'formed meat',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생
선으로 만들어진 생선 식품에는 'formed fish'라는 라벨로 혼합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2) 자율인증
가) 에코라벨(EU 공통)
EU는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에코라벨’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고
있는데, 에코라벨 제품은 친환경성에 대한 증명일 뿐 아니라 제조 시 안전 및 사회적 기준을 준수했다
는 증명이 된다. 에코라벨의 목적은 제품의 총 생명주기 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특정 기
준하에 규정된 한도 허용수치를 통해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제품을 지원하는 데 있다.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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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및 적용 대상 품목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6년 기준 총 34개 품목이 해당되며, 품목별 리스트는 아래의
표와 같다. 현재 지정된 품목들 이외에도 EU 집행위 및 관련 협회 등은 다른 품목군에 대해서도 에코
라벨 기준 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미 제정된 품목들의 기준 역시 수정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품목군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산업·시설용 자동식기세척용 세제, 손식기 세척용 세제,
세탁세제, 산업·시설용 세탁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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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활유(Lubricants)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종이제품(신문지, 인쇄된 종이, 복사용지와 그래픽용지, 티슈페이퍼)
신문용지(Newsprint)
캠프장 및 관광객 숙박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
인쇄된 종이(Printed paper)
인증 절차
인증대상 품목 여부 확인 – 인증 대상업체 적격성 여부 확인 –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 및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의 제출 – 인증서 발급
관련 기관
- 기관명: Santé publique, Securité de la chaine alimentaire et environnement
- 담당자: Kathelijne De Ridder
- 주소: Victor Hortaplein 40, 1060 Brussels, Belgium
- 전화번호: +32. 2524 95 86
- 이메일: kathelijne.deridder@milieu.belgie.be
- 홈페이지: www.ecolabel.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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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에코라벨 승인 이후, 제품의 수정항목이 생기게 되면 항상 기준과의 적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제
품명과 같은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한다. 한편, 라벨을 획득했어
도 인증기관과의 계약사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라벨마크 사용 권한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신 정보
2017년 2월 2일, EU 집행위는 관광 숙박시설 서비스 및 목재, 코르크, 대나무 재질의 마루커버 품목에
대한 에코라벨 기준을 수정하는 집행위 결정을 채택했다(관련 결정 Decision 2017/175/EC 및
Decision 2017/176/EC).
관광 숙박시설 서비스(Tourist accommodation services)의 경우, 에너지 및 수도 소비량, 음식물 쓰레
기 감소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외에도 근로자들의 최소임금보장, 보험, 근로시간 등에 대해 기준을 세웠
다. 또한 목재, 코르크, 대나무 재질의 마루커버(Wood, Cork and Bamboo based Floor Coverings)의
경우, 제품 제조과정에서의 에너지소비량 감소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사용에 제한을 두었다.
이 외에도, 집행위는 신발, 컴퓨터, 가구 관련 에코라벨 제품군 확대(2016년 8월 17일) 및 에너지 라
벨 분류 수정(2015년 7월 5일)에 대해 발표한 바 있는데 분류별 관련 규제는 아래의 표와 같다.
비고

관련 규제

에코라벨 제품군 확대

· 신발: 집행위 결정 2016/1349
· 컴퓨터: 집행위 결정 2016/1371
· 가구: 집행위 결정 2016/1332

에너지 라벨 분류 수정

·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규정 2015/0149

나) OEKO-TEX ® Standard 100
Oeko-Tex ® Standard 100은 모든 가공단계에 있는 섬유의 원료, 중간제품 그리고 최종제품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실험 및 인증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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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도입시기 및 적용대상품목
1992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각종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이 해당된다.
제도내용
유해물질 테스트는 법적으로 엄격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과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하
고, 건강 관련 변수도 시험에 포함하고 있다. 섬유제품은 피부와의 접촉범위 및 사용주체와 관련이 있
으므로 피부에 많이 접촉되는 제품일수록 더 엄격한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험에 통과한 제품은
Oeko-Tex® 라벨을 부착할 수 있으며, 생산단계별 품목은 부속품을 포함한 전체 구성요소들이 모두
시험기준에 충족돼야 한다.
인증절차

자료원: 해외인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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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인증기관
- 기관명: TESTEX Swiss Textile-Testing Ltd
- 담당부서: CSO Team
- 전화번호: +82-2-563-6388
- 팩스번호: +82-2-563-2669
- 이메일: seoul@testex.com
- 홈페이지: http://www.testex.co.kr
유의사항
Oeko-Tex® 라벨은 마드리드 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국제등록상표로서, 상표의 표시를 위조
하거나 남용한 경우 민법 및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납품받은 물건에 인증서가 없거나 인증
서 내용이 다른 경우 Oeko-Tex® 테스트 표시의 위법 사용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는 법적인 결과뿐
아니라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와 판매업체는 적지 않은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생산업체가 제출한 진술서가 선별 검사된 제품의 품질과 관련해 테스트용 샘플과 일치하지 않은 경
우
- 생산업체가 인증 받은 제품의 기술적인 상태의 변화를 해당 실험연구소에 제때에 알리지 않은 경우
- 인증을 획득한 섬유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마크의 위조와 남용으로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
- Oeko-Tex® 연합회에 의해 형법과 민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다) 사회적 라벨(벨기에)
벨기에 사회적 라벨은 벨기에 내 유통되는 제품이 윤리적이고, 국제 노동법에 위반하지 않은 공급망을
통해 생산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인증제도이다.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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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대상품목
라벨 수여가 가능한 품목은 모든 제품 뿐 아니라,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해당된다. 또한 한 번
취득 시 3년간 지속되며 재심사를 통한 연장이 가능하다.
도입시기: 2003년 10월 1일
라벨 획득 조건
기업이 사회적 라벨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전 생산과정에서 인권유린, 환경 파괴 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없어야 하며,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아래와 같은 근본 규약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 아동 최저 노동연령 규정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협약 C138 및 C182)
- 고용 및 급여의 차별 금지(협약 C100 및 C111)
- 강제 노동 금지(협약 C29 및C105)
- 노동조합의 자율적 권리(협약 C87)
- 집단 조성 및 협상권 보장의 권리(협약 C98)
획득 절차
라벨 획득을 원하는 기업은, 라벨을 받을 제품의 선택 및 제품의 전 생산과정에 대한 설명이 담긴 사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윤리적 생산위원회(CPSR)의 예비 심사 후, 아래의 조건을 채운 라벨 획
득 본 신청서를 제출한다.
- 생산과정에 대한 최종 책임자의 지정, 제품 및 제품의 구성 요소를 비롯한 생산과정에 대한 상세설
명
- 하청업체ㆍ공급처에 대한 정보 및 전 생산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근본 기준을 준수했다는 확
인서
- 만약 근로자들이 라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근로자들이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의 사
전 제공 여부
- 제품의 생산과정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업체들이 감사 전에 기업의 라벨 획득 신청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확인서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벨기에 정부 인증 감독기관 리스트 중에서 기관을 선택, 의뢰를 하면 라벨 획
득을 위한 심사 절차가 이루어진다. 심사 후, 감독기관은 심사보고서 초안을 완성하는데 이때, 라벨 획
득 요건에 미 충족 부분이 있다면 함께 명시해 기업으로 전달한다.
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지의 여부를 결정, 이행하며 기업의 개선 후 감독기관
은 1차 심사 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재심사를 이행하고 평가하게 된다. 만일 더 이상 부족한 부분이
없으면 기업은 CPSR(사회윤리적 생산위원회)로부터 라벨획득에 관한 ‘호의적 통보’를 받게 되며, 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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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 라벨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라벨 획득 이후에도 기업은 윤리적 생산과정
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연간 심사를 받아야 하며, 공급처의 변경 등 생산과정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을 시 CPSR에 관련 사실을 즉각 신고해야 한다.

7. 지식재산권
가. 특허, 상표, 저작권 등 보호제도
개관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제무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벨기에는 EU 회원국으로서 유럽의 지적재산권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데, EU는 지식재산권 정책
추진에 있어 회원국 간의 지재권 정책의 통일화와 지재권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2016년 유럽특허청과 유럽 지재권 감시기구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EU 경제활동의 42%가 지식재
산권 집약산업에 의해 생성되고 있으며 EU 전체 고용의 28%가 지재권 산업에 의해 창출되는 등 지재
권이 EU 경제에 긴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 내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기업은 전체 EU 기업의 9%에 불과하나,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 비해 근로자 1명당 평
균 수익이 약 30%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EU의 지재권 정책 통일화는 회원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쟁을 통해 단일시장을 형
성하는 것으로, 주로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정책과 관련이 있다. 지재권 보호정책은 저작권이나
위조품 단속과 관련되며, 저작권 위반 및 위조품들이 미치는 EU 내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제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U에서 지적재산권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
해 특별히 설치돼 있는 제3의 기관인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이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
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등에 있어서 EU 차원에서 조화된 법규를 마련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 정부는 집행위에서 마련한 지침을 기초로 자국의 지재권보호에 대한 정
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수립,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연방정부 경제부내 지적재산권 관리부(OPRI: Office belge de la PropriétéIntellectuelle)
에서 벨기에 개인 및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관할하고 있다.
ㅇ 지적재산권 관리부서(Offic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 소속: 경제부(SPF Economie, PME, Classes Moyennes, Energie)
- 주소: Rue du Progrès 50, 1210 Brussels, Belgium
- 전화: +32-2-277 52 89
- 홈페이지: http://economie.fgov.be/fr/entreprises/propriete_intellectu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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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벨기에 내 국내 특허를 등록
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 방법으로는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에 특허를 출원해
특허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 심사 후 등록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의 국제특허조약(PCT)에 따라 국제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벨기에 국내 특허비용은 신청비 50유로, 조사 및 부대비용 350유로 등이 기본
적으로 들어가며, 향후 특허 유지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보다 자세한 비용에 관해서는 아래의 벨
기에 경제부 사이트 지적재산권 관련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http://economie.fgov.be/en/entreprises/Intellectual_property/Aspects_institutionnels_et_pratique
s/Fees
/#.Vm6eAEorJMw
유럽 특허청은 유럽 특허 협정(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의해 1973년에 창설됐으며,38
개 유럽 회원국(28개 EU 회원국과 11개 여타 유럽국)으로 구성된 정부 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독어이며 출원자는 이 3개 공식 언어 중 1개 언어를 선택
해 출원할 수 있다. EPO가 출원서류 심사를 거쳐 일단 특허를 부여하면, 특허소유자는 특허 클레임
(Scope of protection)의 텍스트를 출원 시 선택한 언어 외 나머지 두 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EPO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유럽 전역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즉, 대부분의 EPC 협정국
에서는 특허권 보호를 받으려면 또 다시 각국 특허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특허 소유자는 각
국 특허청에 비용을 지불해야 함은 물론 각기 상이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각국
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추가 비용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특허 텍스트는 평균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현재 텍스트 한 장당 번역비가 평균 75~85유로임을
감안할 때 한 언어 번역비만도 1,500유로가 넘게 드는데다가, 대부분의 회원국은 자국 내 접촉 포인트
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대표인 서비스 용역 비용이 추가되고, 이외 드는 여타 부수비용
을 합하면 EU 13개 회원국에서 특허권을 보호받는 데 드는 비용은 12,500유로에 달하고, 28개 전체
EU 회원국으로 확대할 경우 32,000유로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각 회원국 당국에 갱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다가,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용권을 허용할 때 각 회원국 당국에 이를 등록해야 하
고, 등록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특허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것이 큰 단점이자
장애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막대한 특허권의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럽국가들은 공동 특허
제를 마련해 유럽특허의 경쟁력을 증대하기로 했다.

101 / 305

벨기에 국가정보
EU 공동 특허제의 주요 내용
현행 유럽특허제도와는 달리 EU 공동 단일특허를 받은 후, 각국에서 인정받기 위해 다시 행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1회 출원만으로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EU 공동 단일특허 출원방법은 현
행 유럽특허 출원방법과 동일하다. 즉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에 출원해 동 기구로
부터 일단 특허를 받아 관보(European Patent Bulletin)에 공고되면, 특허 소유자는 동 기구에 유럽특
허 등록대장(European Patent Register) 내 단일효과(unitary effect)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단일효과
가 등록되면 해당 특허권은 각 회원국의 추가 인정 요구 없이 EU 회원국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회원국은 EU 공동 단일특허를 그대로 인정하고 또 다시 각기 상이한 자국의 인정 절차와 자국어 번역
본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게
절감(80%까지 절감 예상)되고 R&D와 기술혁신 분야의 투자가 촉진됨으로써 EU 경제성장에 활성 요
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일특허제도의 시행은 통합특허법원 조약(UPC Agreement) 발효시점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게 되는
데, 동 조약이 2017년 12월 발효 예정에 있어 올해 안에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또한, 조약 시행으로 현재의 모든 유럽특허(European Patent)는 향후 통합특허법원의 재판관할
(jurisdiction) 대상이 된다.
단일특허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현재 4개국 내에서 특허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EU 25개 회원국에
서 특허권을 가질 수 있음.
* EU 회원국 중 스페인, 폴란드, 크로아티아는 아직 단일특허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
- 직간접 침해(direct and indirect infringement)에 대해 단일 관할권을 가짐.
- 단일판결(a single judgment)이 EU-25개 국가 내 동일한 효력 발생
- 소송의 경우, 1년 이내 마무리됨.
- 대부분의 법원에서 영어 사용 예정
- 경험이 풍부한 특허판사의 활용 가능
- 통합특허법원의 회원국 법원(local division)은 현재 회원국의 국내법원(national courts)과 유사하게
운영될 예정
- 가처분 침해금지(preliminary injunctions) 가능
- 증거압류 역시 일정 수준에서 가능
상표권
벨기에를 포함해 EU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각 개별국가의 상표보
호 담당관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소위 국별 상표권이다. 다음으로는
유럽공동체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유럽공동체 상표이다.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은 1971년 공동으로 상표보호법을 제정했다. 상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은 네덜란드에 있는 베네룩스 공식 상표 사무소(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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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lux Trademarks Office)에 등록해야 하며 온라인(웹사이트: www.boip.int )에서도 등록이 가능하
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하려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이 된 상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베네룩스
공식 상표 사무소의 웹사이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등록하려는 상표가 글자로만 구성돼
있는 경우에는 상표의 이름을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등록기간은 서류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약 4개월
이 소요되며 등록 시 드는 기본적인 비용은 240유로이다. 만일 상표의 등록이 긴급한 경우 등록기간을
앞당기는 ‘Express’ 절차가 있는데, 이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 한편, 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보호기간 종료 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유럽공동체 상표가 있는데, 공동체 상표제도는 회원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해, 기존의 국가별 등록제도와 공존하고 있다. 유
럽 공동체 상표는 EU 전체에서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업적 활동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동 상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EU 회원국 내 상표권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만약 한 회원국에서 상표권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다른 회원국 내에서도 자
동으로 상표권 출원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공동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포장은 문자, 도형 등은 물론이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인 입체상표, 소
리상표, 냄새상표, 동작상표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 상표에 대해서는 EU 회원국 내에서 독점 배
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갱신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상표 출원은
공동체 상표청, 회원국의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을 통해 출원이 가능하며 EU 회원국 언어로 출
원하되, 공동체 상표청 공식언어인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중 하나를 제2언어로 지정
해야 한다.
2015년 12월 15일, EU의 상표법 개혁법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함으로써 2016년부터 신규 상표지침
(New EU Trade Mark Directive 2015/2436)과 상표규정(Trademark Regulation)이 적용되게 됐다. 집
행위는 1989년에 제정된 상표지침과 1994년 제정된 상표규정 간 불일치 문제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소리상표, 동작상표 등 신규 형태의 상표 등 규정의 현대화를 위해 이 같은 개혁법안을 수립했
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동 지침을 2019년 1월까지 국내법에 적용시켜야 하며, 이번 개정 상표지침으로 그간 회원
국 간 상이하게 규정돼 왔던 단체상표(Collective marks)가 통일화 되고, 상표법 절차가 조화로워질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된 상표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1일부로 유럽상표청으로 불려왔
던 OHIM은 유럽연합상표(European Union Trade Mark; EUTM)로, EU의 공동체 상표인
CTM(Community trade mark)은 유럽연합상표(European Union trade mark; EUTM)로 변경됐다.
또한, 현재까지는 상표 출원 시 3개까지 동일 수수료로 출원과 갱신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개 1 수
수료 체계(One class per fee system)로 변경돼 추가되는 상표 수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됐다.
EU는 이번 상표법 개혁안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EU 상표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위조상품이 EU로 반입될 때 상표권자가 압수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위
조상품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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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U의 디자인 제도는 소정의 절차와 심사를 통한 등록에 의해 보호되는 ‘등록 공동체 디자인’과 등록되
지 않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 등 2종류의 보호체계가 있다. 디자인 보호를 위해
EU는2001년 12월, 디자인 보호를 위한 단일 공동체계를 도입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각 EU 회원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2종류 형태의 디자인, 즉 등록 공동체 디자인 및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 공동체 디자인 체계 하에서는 스페인 알리칸테에 위
치한 공동상표청(OHIM) 내 디자인 등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최대 25년
간 EU 모든 지역에서 디자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이 부여된다.
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등록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이 공개된 날로부터 3년간 자동적으로 보호
된다.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은 제3자에 의한 디자인의 복제행위를 부정한 경쟁행위로 규정해 보호하는
제도로, 동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격성, 신규성 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저작권
EU의 저작권 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분야로 작가, 공연가, 영화 제작자 등 저
작권 집약적 산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유럽특허청(EPO)과 상표청(OHIM)에 따르면, 저작권
집약산업은 EU 전체고용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적용 중인 EU의 저작권은 2001년에 개정된 지침을 따르고 있으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빅데
이터가 출현하는 현재와 2001년 개정 당시 상황과 비교했을 때 많은 기술적 변화가 있어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일례로, 창작자는 창작물을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이용자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
이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 EU 저작권 체계는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한계를 가진다.
집행위는 2013년 저작권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했는데, 저작권 규정이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별로 운영되고 있어 EU 전체의 단일시장을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집행위 디지털 경제 및 과학 총국 집행위원 권터 외팅어
(Günther Oettinger)는 2001년의 EU 저작권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외팅어 집행위원은 융커
위원장에 디지털 단일시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통신개혁, 데이터 보호와 함께 저작권 개혁안을 전달
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상반기에 검토됐던 Notice-and-take-down 지침(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책
임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로부터 중단 요구를 받는 즉시 관련 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는 규정)을 재추진하는 등 저작권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EU의 저작권 개혁작업 추진에 있어 풀어야 할 난제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U 시민들은 유럽 내에서 언제 어디서든 TV, 영화, 기사 등을 볼 수 있도록 저작권 개혁 필요성
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저작권 관리 단체, 출판업계, 창작자 등 미디어 산업 관계 종사자들의 경
우 수익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종사자들에 따
르면, 저작권 개혁이 일어나면 현재 700만 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미디어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
을 것이고, 소규모 독립 제작자들에게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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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저작권 개혁 문제는 최근의 지식재산권 분야 내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로, 이에 대한 개혁은
2014년 10월 새로 출범한 융커 정부의 핵심적인 공약사항이다. 많은 전문가 및 집행위원들 역시 새로
운 저작권 규정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EU에서 이 같은 대립상황을 어떠한 방
향으로 풀어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 최신 동향
2016년 6월 23일 발생한 영국의 Brexit 사태와 관련, 영국이 비록 EU를 탈퇴하더라도 타 EU 회원국
들의 동의 하에 단일특허제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추세이다. 유럽사법재판소가
비EU국가에 대해 단일특허제도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의견(Opinion no 1/09)을 발표했음에도 불구, EU
내에서는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비 EU국 역시 단일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Helen Cline Pinsent Masons 로펌은 당초 단일특허제도를 비 EU 회원국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하
면서, 2009년 처음 제안서(original 2009 proposal)에는 EU 회원국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것
이야말로 진정한 유럽의 단일특허제도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외에도, 관련 업계에서는 영국이 없는
단일특허제도는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UPC 조약을 개정해서라도 영국의 단일특허제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서 기업들은 단일특허제도가 도입될 경우 70%가 선택적으로 이용한다고 답변했으나, 영국이 빠진 단
일특허제도에는 64%만이 선택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기업들은 영국이 없는 단일특
허제도는 매력적인 제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원: KOTRA 보유자료 종합
및 주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8. 통관절차 및 운송
가. 개요
통관은 수입과 관련한 제반절차 전부를 의미하는 수입통관절차와 세관절차만을 포함하는 세관통관절차
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입통관절차는 선박의 입항에서부터 부두배정, 하역, 보세운송 및 입고, 각종 서류,
세관 수입신고, 통관요건의 심사 등 일련의 모든 과정으로서, 수입과 관련한 모든 물류 관련 업체 및
수입을 하는 벨기에 세관을 포함한 정부기관, 그리고 위임을 받는 각 단체들이 관련돼 있다. 세관 통관
절차는 세관에 수입신고 후, 통관요건의 심사, 세금납입 후의 수입신고 필증을 받아 세관 통제를 벗어
날 때까지의 과정으로 세관만 관련된다. 통관절차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세관통관절차보다는 수입통관
절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통관절차에 대한 이해는 벨기에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있어서 바이어와의 협상이나 물류업체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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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통관절차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없다. 벨기에 수입 절차를 완료해 수입된 외국 물품(EU 역
외국 물품을 의미)은 벨기에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여타 EU 시장으로 자유 이동될 수
있다.
EU 통관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은 EU 집행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기본적 통관은 사전전자신고제도
(ENS, Entry Summary Declaration)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NS 제도는 벨기에를 비롯한 EU 내
물품 반입을 위해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 사전평가를 통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저위험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다.
ENS의 신고기한은 해상, 항공, 육상 운송에 따라 달라지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운송

신고기한

해상 운송

- 일반 물품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 벌크 물품은 EU 역내 첫 항구 도착 4시간

항공 운송

- 비행시간 4시간 이상의 장기 항공은 EU 내 공항도착 4시간 전
- 4시간 미만의 단기 항공의 경우 출발 전

육상 운송

- 도착 1시간 전까지

ENS 신고 시 수출입 업체 정보, 비상연락처, 물품 명세, 수량 및 중량, HS Code, 위험품목일 경우에는
위험품목 코드 등을 기재해야 한다. 물품 명세 기재 시에는 ‘일반 화물’, ’공구’, ‘전자제품’ 등의 모호한
명칭의 사용은 금지되며, 용도에 맞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품명으로 기재해야 한다.
한편, 보다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위해 역내 통관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 EU의 수입물품 통제 및 관리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 EU는 그동안 사전전자신고제도,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동세관 등록번
호(EORI) 등을 통해 공동통관정책을 계속해왔다. 아울러, 역내 통합을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
로 최근 Customs 2020 프로그램, 위험관리 향상 액션 플랜, 세관정보포털(ECIP) 등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나. 통관의 종류
약식통관
벨기에에서 약식통관은 샘플 등을 수입할 때 이용되며,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선하증권(BL)
혹은 항공화물운송장(AWB) 및 상업송장(인보이스, Commercial Invoice)만 준비하면 된다.
정식통관
정식통관은 벨기에에 수출입하는 회사들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때 이용되는 방법이며, 통관을 위
한 구비서류로 일반적으로는 선하증권, 인보이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으며
특수한 품목 같은 경우(가스 등) 등은 특정 라이선스가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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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통관
모든 국제우편물은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관세 등의 조세 확보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일부 국제우편물은 벨기에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국제우편물 통관 신청서’ 안에 보내는 품목의 금액(Value)과 종류, 보내는 목적 등을 기입
해야 한다.
일괄 통관
화물이 판매 완료되기 전에 벨기에 항구에 도착한 경우, 구매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컨테이너를 일괄
통관한 후 창고에 보관이 가능한데, 화물을 보세상태로 보관하다가 출고하는 경우 매번 발생하는 수입
통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다만, VAT를 물류업체가 대납하거나 한국 업체가 직
접 납부해야 한다는 재정적 부담감이 있고, 납부한 VAT는 보통 4~5개월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다.

보세통관
보세 운송(T1 혹은 Transit document)은 수입통관 완료 전에, 화물이 이동될 때 보세 운송서류(T1)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데, 이 서류는 벨기에 이외 EU국으로 배송 시 수화인이 해당국에서 직접 수입통
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이 밖에도 화물의 벨기에 항구 도착 이후 수입통관이 바로 진행
되지 않고 보세창고로 운반될 경우에 창고까지 운송을 위해 발행하기도 한다.
보세운송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등이며, 벨기에 이외 EU국으로 배송하는 경우에
는 해당국에서 통관예정인 통관사무실의 주소가 필요하다. 보세 운송서류의 유효기간은 보통 7일 정도
로, 해당국 도착 이후 유효기간 내에 수입통관이 반드시 진행돼 보세 운송서류가 수입통관서류로 대체
돼야 한다. 만일 보세 운송서류로 운송된 화물이 수입통관 유효기간 내에 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 다른
보세창고에 보관을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책이 될 수 있다.
해당국 도착 시 지정된 통관사무소에서 통관이 완료된 후에 최종 목적지로 배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관절차 완료를 위해서 트럭은 중간경유(Multi-stop)을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약 70유
로 든다. 또한, 관세 및 부과세는 통관과 동시에 즉시 납부해야 한다.
보세보관(IMAJ 혹은 In Bond Document)은 화주가 화물에 대해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고
자 하는 경우 발행하는 서류로, 위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유효기간은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입통관 완료 전까지는 부가세의 납부 의무
가 연기된다.
벨기에 이외 EU 국가 소재국으로의 수입통관(Fiscal Representation)
수입처가 벨기에 이외 EU 국일 경우, 해당국 수입처에서 소지하고 있는 VAT 번호를 통해 벨기에 항구
수입 통관 이후 배송이 가능하며, 이때 필요한 정보들로는 해당국 수입처의 VAT 번호, 제품의 HS
Code,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수화인이 서명한 진술서(Statement) 등이 있다. 진술서는 해당 수화인이
벨기에 VAT 번호를 소지한 지사나 계열사가 없으며, 도착국에서 해당국의 규율에 따른 VAT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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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지하고 CMR Note(도로 화물 탁송장)를 물류회사나 통관대행사에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지칭한다.
진술서의 예
Statement
The undersigned herewith declares;
To appoint Ceva Logistics to act as our fiscal representative;
In this respect have no commitment with any other company in these counties nor to have
applied for or have obtained a Belgian V.A.T. number ourselves;
Ceva Logistics to act for our account and in our name,
To reimburse at first request all amounts of V.A.T. that could be claimed by the V.A.T.
Authorities in case the final receiver of the goods did not make the proper V.A.T.
To supply for each customs clearance operation in this respect, the following
Documentation to
Ceva Logistics;
Copy of our purchase invoice
Copy of our sales invoice to E.C. buyer
V.A.T. number of our E.C. buyer
Copy of the , by consignee signed and stamped CMR note
(to be sent to Mrs Heidi Bottu-email; Heidi bottu@cevalogistices.com)
Contact for Miss Heidi Bottu: please add name ,tel, number and email address.
DATE:
NAME:
Signature:
Company stamp:
VAT number: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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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이외 EU 국으로 판매되는 경우, 보세운송과 Fiscal Representation 중 선택
현재 보세운송보다는 Fiscal Representation을 통한 통관이 더 활발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만일 수입
처가 보세운송을 통해 해당국에서 직접 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간경유 비용 및 해당국 내의
수입통관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세운송 후 해당국에서 통관 시 수입처는 관세와 부가세를 즉시 납부해야 하지만, Fiscal
Representation으로 수입통관 후 배송하게 되면 해당국에서의 VAT 납부시점이 환급시점까지 연기가
되기 때문에 VAT 납부 면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다. 물품 검사 및 보류 및 압류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
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 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
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excise tax), 부가가치세(21%)는 통관 절차 때 지불한다. 대부분의 수입상들
은 통관 절차를 운송 업체 내의 통관 담당부서나 전문 통관업체에 위임하고 있다.
라. 통관절차 흐름도
출항→입항→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 장치)→물품 보세 구역 반입→장치 확인→수입 신고→심사→물
품 검사→수입 신고 관리→관세 등 제세 납부
마. 통관에 필요한 선적 서류
상업송장
송장(invoice), 가격 신고서(발송당 물품 가치가 10,000유로 이상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B/L(선하증
권) 부본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부본,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라이선스,
산 동물이나 고기 또는 육류 식품 등의 경우에는 검역 증명서, 식물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 병리학 증
명서, 핵 제품과 폭발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또는 운송 허가증, 보호 대상의 야생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수입 허가나 CITES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세관의 조사항목
출시 및 소비(통관을 의미) 신고 때 수입상은 벨기에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신고서를 사용해야 한다. 수
입신고서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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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경비
통관 서류 발행에 필요한 대략적인 비용은 아래와 같다.
통관 서류 종류

비용(유로)

보세 보관 서류(IMAJ)

50

보세 운송 서류(T1)

50

벨기에 바이어 통관 서류

75

Fiscal Representation

115

보세 운송(T1)의 경우에는 수입통관 비용 이외에도 중간경유(Multi-stop)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도, 통관 시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
가가치세(벨기에 경우 21%)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의 경우에는 특별세(Excise tax)가
부과된다.
통관절차 안내 및 문의
ㅇ 상품 분류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
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벨기에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Code와 일치한다. EU의 관세율 확인은
아래의 사이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
통관 시 유의사항
2013년 1월 1일부터 벨기에 수입물품 통관 시 VAT(부가가치세)세 선불 의무가 폐지됐다. 벨기에는
원칙적으로 EU 역외국으로부터 물품을 들여온 수입자는 통관 시 관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역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VAT 선불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덜
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지불 연장제도(Licence E.T.14.000이라고 칭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세무당국의 'Licence E.T.14.000'를 승인 받은 업체라도 통관 때 수입 물품가치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VAT를 선불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는 행정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완전한 부
담 경감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벨기에 수입업체들은 벨기에 항구(안트워프)를 사용하기 보다는 네덜란
드 항구(암스테르담 항구)를 통해 수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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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벨기에 정부는 벨기에 항구 육성을 위한 조치로서 2013년 1월 1일부터 24분의 1에 해당하는
VAT 선불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벨기에 VAT 번호가 없는 한국 회사들은 물류활동을 목적
으로 하는 벨기에 VAT 번호를 획득하거나, E.T.14.000의 추가 획득을 통해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
게 됐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지 규정 또한 벨기에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자료가
기 때문이다.

원
모
반
되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 기업은 EU 수
출 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6,000유로 이하 수출 시,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
를 발급할 수 있으나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원산지 증명서의 자
유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기존의 인증번호
를 사용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후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
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바. 벨기에 무역항 및 공항 개황
벨기에에는 화물 및 여객 허브공항인 브뤼셀 국제공항, 유럽 3대 항구인 안트워프를 포함한 4개 항구
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의 국토 면적과 내수시장 규모는 작지만, 유럽의 주요 시장인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이웃하고 있다.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이러한 ‘전략적 위치’를 발판삼아 벨기에
는 육로, 수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고도로 발달시켰다.
이 같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벨기에는 물류 시스템의 현대화에 주력해 세계적인 물류기지로 성장했다.
타 유럽 국가 대비 저렴한 물류창고 임대 및 운영비용이 세계적 물류기지로 발돋움을 하게 했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밖에도, 2016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mance Index)’에서 벨기에는
전 세계 160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물류성과지수는 각국의 통관(Customs), 물류인프라(Infra), 국제
선적(International shipment), 물류역량(Logistics competence), 추적성(Tracking), 적시성(Timeliness)
등 6개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세계은행에서 2007년부터 2년마다 발표하는 지수이다(한국의 경우,
2016년 24위 기록). 특히 국제 선적 부문에서 전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 벨기에의 물류산업 경쟁력
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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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벨기에 무역항
안트워프 항구
벨기에 대표 항구인 안트워프 항구에는 세계적인 해운, 물류기업들이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
으며,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독일의 함부르크와 함께 유럽 3대 항구로 꼽힌다. 안트워프 항구가 이렇게
세계적 수준의 항구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바다에 근접한 항구인 동시에 철도, 도로, 수로 등
모든 수송망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2016년 8월 31일, 영국 해양산업 전문지 Lloyd에서 발표한 전세계 100대 항구 성과지수(One
Hundred Container Ports 2016)에서 벨기에 안트워프 항구가 14위를 차지했다(부산항은 6위). 로테르
담 항구 다음으로 유럽 항구 중 2위를 고수중인 안트워프의 2016년 한 해 물동량은 약 2억 1,440만
톤으로, 사상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다(2015년 물동량은 1억 9,900만 톤). 안트워프, 제브뤼주, 겐트,
오스텐드 등 벨기에 항구의 총합 물동량 중 안트워프 항구 물동량이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벨
기에 해상무역에서 안트워프 항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안트워프 항구는 ARA(Antwerp-Rotterdam-Amsterdam) 오일허브의 일원으로 5개의 정
제소, 4개의 증기분해소가 존재한다. 또한, 300종이 넘는 다양한 석유제품 생산과 함께 유럽 제1의 석
유화학 클러스터로 평가되고 있다. 안트워프 항구의 특징은 수심이 상대적으로 얕아 대형선박이 필요한
원유보다는 중간석유 제품의 수출입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안트워프에는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송을 위한 총 길이 1000km의 파이프라인이 발달돼 있으며, 이 파
이프라인은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의 내륙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로테르담과도 연결돼 있다. 즉, 로테
르담 항구로부터 이동해 온 원유나 안트워프 항구를 통해 직접 유입된 중간석유제품이 안트워프에서
최종 가공된 후, 유럽 내륙으로 공급되고 있다. 현재 안트워프 항구 주변에 약 500개가 넘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집중돼 있으며, 이들은 최종 제품의 상당량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내륙으로 보내고 있다.
안트워프항 파이프라인 경로

자료원: 안트워프 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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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항구
브뤼셀 항은 총 길이 14km로, 안트워프-샤를루아 운하를 통해 바다와 연결되는 브뤼셀 내륙항으로 플
랫폼 5.5km, 85헥타르 면적에 약 1만 2천명의 관련 종사자들이 있다. 안트워프와 브뤼셀 운하 사이
갑문은 2개 밖에 되지 않아 운항이 용이하며, 유럽 2대 항구인 안트워프 항까지 5시간 밖에 걸리지 않
아 일반 항구와 내륙항의 장점을 모두 가진 항구이다.
브뤼셀 항구로 유입되는 주요 품목은 건설자재가 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석유화학
제품(24%), 농산물(7%) 순이다. 주요 교역국으로는 네덜란드가 60.8%로 가장 많고, 기타 벨기에 항
구들이 27.8%, 독일 및 프랑스가 각각 5.7%와 3.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 벨기에 공항
ㅇ 브뤼셀 국제공항(Brussels)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 근교 자벤텀 지역에 위치한 브뤼셀 국제공항은 벨기에 제1대 공항으로 유럽연합
및 NATO의 수도공항으로 불리고 있다. 3개의 활주로가 거의 풀가동하고 있으며 유럽 각지, 북미, 아프
리카 등 다양한 노선망을 갖춘 공항이다.
2016년 3월 22일 발생한 브뤼셀 국제공항 폭발 테러사태 이후, 공항 일부가 한동안 폐쇄됐으나 현재
는 모든 공항시설이 테러 이전 수준으로 가동 중에 있다.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테러 사태로 2016년
브뤼셀 공항 전체 이용객 수는 2,181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6.99% 감소했으나, 2017년 1분기
에는 약 500만 명이 공항을 이용하는 등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물동량을
살펴보면 2016년 한 해 총 49만 3,258톤을 나타내며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브뤼셀 공항 이용객 수 및 물동량 추이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1분기)

이용객(명)

19,133,222

21,933,190

23,460,018

21,818,418

4,977,777

물동량(톤)

429,938

453,953

489,303

493,258

136,122

자료원: 벨기에 교통부
ㅇ 샤를루아 공항(Charleroi)
벨기에 남부 왈로니아 지방에 위치한 샤를루아 공항(Brussels South Charlois Airport)은 브뤼셀 국제공
항에 비해 저가의 항공라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항은 최근 10년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브뤼셀 공항의 뒤를 이은 벨기에의 두 번째 국제공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 샤를루아에는 저가 항공사인 Ryanair, Jetairfly, Wizzair 3개의 항공사가 취항중이며 유럽과 북아프
리카 지역 25개국 내 98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샤를루아 공항을 이용한 이용객
수는 총 730만 명으로 전년대비 4.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객들이 많이 방문 중인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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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로는 부다페스트(헝가리), 밀라노(이탈리아), 마드리드(스페인), 바르소비(폴란드), 부쿠레슈티(루마
니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월, 샤를루아 공항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총 1,500만 유로 예산을 들여 공항 터미널을 확장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터미널 공사는 2017년 1분기에 완료됐는데, 이번 공사로 총 5,800㎡ 규모가
확장돼 향후 보다 많은 이용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샤를루아 공항 이용객 수 및 물동량 추이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1분기)

이용객(명)

6,787,597

6,432,611

6,957,596

7,304,800

1,524,563

물동량(톤)

24.6

24.02

26.13

92.55

18.68

자료원: 벨기에 교통부
사. 운송절차
수출화물 운송절차
운송사를 선택하면 운송계약을 맺게 되는데, 항공 및 해상 선적을 위해서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원
산지 증명서 등의 통관 서류가 필요하다. 통관 후 선적을 하게 되면 선사 혹은 항공사는 하주에게BL원
본(항공의 경우 AWB)를 발행해 선적 통지를 한다.
수입화물 운송절차
화물이 도착하기 전, 선사나 항공사 측으로부터 도착 통보(Arrival notice)를 받게 된다. 선박, 항공기
도착 후 화물은 도착지에서 바로 수입 통관을 거쳐 화물이 인도되거나, 혹은 보세운송을 통해 화물인도
자가 지정한 곳에서 통관을 할 수 있다.
아. 운송비용
운송비용은 운송사, 화물의 종류 및 중량에 따라 달라지며, 해상의 경우 FCL(풀 컨테이너)와 LCL(소량
화물)에 따라서도 그 운송비용이 달라진다. 40피트 컨테이너 물량의 door to door 이삿짐 운송의 경우
벨기에에서 한국까지 약 6,000~8,000유로가 든다(총 운송비 중에서 인건비가 크게 드는 포장이 차지
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운송비가 비싼 편이다). 상품 운송의 경우 운송 물량과 운송 거리에 따라 운
송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20피트 컨테이너 물량 운송의 경우 벨기에와 한국까지의 해상운임은 약
2,000유로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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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리스트
주요 운송회사
업체명

Huyndai Merchant Marine Belgium

주소

Noorderplaats 9, 2000 Antwerpen

전화

32-3-206 0300

팩스

32-3-227 30 87

웹주소

http://www.hmm21.com

이메일

awdba@hmm21.com

업체명

Hapag-Lloyd Belgium

주소

Kattendaijkdok Westkaai 21 2000 Antwerpen

전화

32-3-545 06 11

팩스

32-3-541 28 50

웹주소

http://www.hapag-lloyd.com

이메일

albert.thissen@hlag.com

업체명

Burger Logistic Services N.V

주소

Stijfserlrui 44 2000 Antwerpen

전화

32-3-202 62 30

팩스

32-3-202 63 30

웹주소

www.royalburgergroup.com

이메일

logistics.belgium@buergergroup.com

업체명

Coli Shipping & Transport

주소

Keizerstraat 20-22 2000 Antwerpen

전화

32-3-213 07 95

팩스

32-3-233 43 26

웹주소

www.coli-shipping.com

이메일

info@coli.be

통관서비스 업체
업체명

Balie 21 NV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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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Van Praetlei 145, 2270 Merksem, Belgium

전화

32-3-546 40 50

팩스

32-3-546 40 59

웹주소

www.balie21.be

이메일

info@balie21.be

업체명

Levaco NV

주소

Stanvoortbeeklaan 25, 2100 Antwerpen, Belgium

전화

32-3-202 48 58

팩스

32-3-225 00 06

웹주소

www.levaco.be

이메일

luc@levaco.be

업체명

Partner Logistic S.A

주소

Rue de la Science 10, 1400 Nivelles, Belgium

전화

32-67-21 63 31

팩스

32-67-21 99 18

웹주소

http://www.partner-logistic.com

이메일

info@partner-logistic.com

업체명

Gosselin Group

주소

Belcrownlaan 23, 2100 Deurne

전화

32-3-360 55 00

팩스

32-3-360 55 79

웹주소

http://www.gosselingroup.com

이메일

moving@gosselingroup.eu

업체명

CEVA Freight Belgium N.V.

주소

Noorderlaan 147, 2030 Antwerpen

전화

32-3-213 62 72

팩스

-

웹주소

http://www.cevalogistics.com

이메일

sam.jaspers@cevalogistics.com(Mr.Sam Jas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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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Geodis Nova Logistics

주소

Romeynsweel 3, 2030 Antwerpen

전화

32-3-540 67 84

팩스

-

웹주소

http://www.geodis.com

이메일

http://www.geodis.com

차. 수입 통관 Q&A
관세 및 FTA 관련
Q1) 벨기에로 개인물품 통관 시에도 세금을 내는지요? 만일 세금을 낸다면 세금 산출방식을 알고 싶습
니다.
☞ 벨기에의 경우, 비EU 국에서 선물 목적 등으로 발송한 제품도 가격이 22유로 이상이면 받는 사람
이 일정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해당 세금은 관세와 VAT이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Importduties/formula: Value of goods + Transportvalue to the border of the EC = statistic value
X.. %(Variable percentage depending on tariff code)
ㅇ VAT/formula: (Value of goods + Transportvalue to the border of the EC + Importduties + Value
transport within EC) X 21%
Q2) 한-EU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원산지 증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
며 합니다. 즉,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ㆍ사육ㆍ제조ㆍ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협정별 원
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합
니다.
Q3)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요한가요?
☞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
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EU FTA에 따르면 수출금액이6,000유
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서 발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발
급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종류별 혜택 및 신청 등 세부사항은 관세청 사이트(수출활용/인증수출자
제도)(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 통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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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저희 제품은 바이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벨기에로 보냅니다. 이럴 경우 일괄 통관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바이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괄 통관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물량 및 세부 내용에 따라서 물류업체
와 미리 의논돼야 합니다(특수한 VAT 번호가 필요하고 비용부담이 큽니다). 통상적으로 일괄 통관보다
는 보세보관을 하게 되는데, 바이어가 정해지고 물품 출고 시 벨기에가 바이어인 경우에는 벨기에 바이
어의 VAT 번호로 통관, 그 외 EU 국가의 경우 Fiscal representation 혹은 보세운송으로 통관합니다.
Q2) Fiscal Representation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Fiscal Representation이란 바이어가 벨기에 이외 EU국가 내 소재돼 있으나 벨기에에서 통관을 진
행할 경우, 서류상으로 벨기에 물류회사가 잠시 해당사의 바이어가 돼 통관 대행하는 방법입니다. 즉,
물류 업체가 재정대리인이 돼 벨기에 VAT 번호가 없는 고객을 대신해 물류업체가 보유한 Global VAT
번호로 통관을 진행하고, 자신들의 VAT 번호와 바이어 소재국(목적국) VAT 번호를 연결시키는 통관 방
법입니다.
Q3) 그렇다면 Fisical Representation으로 벨기에에서 통관 후 수하물을 바로 찾아갈 수 있나요?
☞ 아닙니다. Fisical Representation으로 통관한 경우 벨기에 외 EU국으로 배송을 위한 통관이므로 반
드시 최종 바이어 소재국으로 수하물이 이동해야 합니다.
Q4) VAT는 통관할 때 벨기에 기준으로 미리 내야 하는지요? 아님 통관만 하고 VAT는 바이어 소재국
에서 내면 되는지요?
☞ 관세, VAT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면서 납부돼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벨기에 바이어로 판매 완
료, 수입 통관이 될 경우 해당 벨기에 VAT(21%)를 바이어가 바로 납부하게 됩니다. Fiscal
Representation으로 통관하실 경우, 통관 시에 관세만 납부하게 되고, VAT는 바이어가 내게 되나 보통
환급시점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돼 회계상으로 상계처리 됩니다. 즉, 바이어는 VAT 납부기한 연장의 효
과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보세운송(T1)으로 목적국까지 운반한 후 목적국에서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
VAT는 바이어가 해당국에서 물건을 받은 후에 수입통관을 진행하면서 즉시 납부하게 됩니다. 보세운송
서류의 유효기간은 보통 7~10일이며, 이 안에 보세운송 서류가 수입통관 서류로 반드시 대체돼야 합니
다. VAT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The VAT House(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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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소량의 샘플 제품에도 관세와 VAT가 붙나요?
☞ 제품의 품목과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샘플의 금액이 22유로 이하이거나 또는 한-EU
FTA의 혜택을 받는 품목일 경우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이미 언급된 EU
집행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업자에게 VAT를 면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업송장
에 'Sample' 혹은 'No Commercial Value'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벨기에 부가가치세율은 21%
입니다.
Q6) 벨기에 수출 시 원활한 수입 통관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수출계약 체결 시 명시된 판매 조건에 부합하는 통관 종류를 잘 인지하고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
꼼히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통관의 책임이 송화인에게 있는 경우(DDP조건) 부가세 납부 및 환급에 어
려움이 있습니다. 수출 계약 시 통관책임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 즉 거래조건을 명확히 할 것을 권해드
립니다.
☞ 또한 품목별 수입 요건, CN 코드 등을 EU 집행위 사이트를 통해 사전 확인하고, 식품류의 경우 세
관 당국의 검사가 까다로우므로 허가가 나지 않은 성분의 함유 등 제품이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9. 수출유망품목
가. 개요
벨기에 연방정부의 재정긴축 정책으로 정부 보조금의 감소, 각종 과세 등으로 인해 현재 벨기에 소비자
들의 심리가 예년에 비해 위축된 분위기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가격경쟁력이 높은 품목들의 수요
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유망품목
KOTRA 브뤼셀 무역관에서 선정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유망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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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수출 유망품목
품목

사진

선정사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가뿐만 아니라 출퇴
근 등 일상생활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벨기에
인들이 많음(네덜란드 문화권의 영향).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로 벨
기에 정부는 자전거 헬멧 착용 캠페인을 활
발히 펼치고 있고, 향후 착용 의무화 가능성
도 있음.

자전거 헬멧

비용이 많이 드는 네일 전문샵을 이용하기
보다는 매니큐어 제품을 구입한 후 가정에서
셀프네일을 하는 벨기에 여성이 늘어나고 있
음.
벨기에 매니큐어 제품 시장규모는 약 4천만
달러로, 지난 5년간 50% 이상 증가함. 셀
프네일 제품의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
어, 매니큐어 시장은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됨.

매니큐어

벨기에 소비연구소 Crioc에 따르면, 벨기에
가정의 38%가 애완동물을 소유하고 있음.
벨기에인들에게 있어 애완동물은 소중한 가
족의 일원으로 오랜 기간 자리 잡아왔으며
애완동물 용품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애완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벨기에 소비자들
의 인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 저지방의
고영양 사료 및 저자극성 액세서리 품목의
수요가 상승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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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고혈압 환자의 수는 인구의 약 9%
인 1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지난 10년간
약 40% 증가),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도 연간 1만 5,000명에 달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정에서 손쉽게 수시로 혈압을
체크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중
국제품 대비 고품질 및 유럽제품 대비 저렴
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진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함.

가정용 혈압측정기

벨기에 여성 소비자들은 대부분 외출 시 의
상에 맞는 쥬얼리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기 때문에 주얼리 구입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음.
또한 패션 트렌드의 주기가 짧은 만큼, 고가
주얼리 제품보다는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제
품을 착용하기 위해 중저가용 쥬얼리를 구매
하는 경향이 높아 동 시장 전망은 밝다고 보
여짐.

쥬얼리

유로존 경제 위기 이후 벨기에인들의 외식이
감소하고 주로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벨기에 내 식기 주방용품 판매
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벨기에 내 플라스틱용기의 유해성 논란
이 지속되면서 가정 내 건강을 중시하는 소
비자들이 플라스틱용기를 유리밀폐용기로 교
체하는 추세임.

유리밀폐용기

벨기에 전체 인구 중 1/3 가량이 태블릿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자제품에 대한 한국산 제
품의 현지 인지도가 매우 높음. 2016년 기
준으로 벨기에 태블릿 제품 매출규모는 총
1억 7480만 유로를 기록함.
예전에는 브랜드명이 구입기준이었다면, 최
보급형 태블릿

근에는 브랜드명보다는 기능을 중시하는 소
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저가의 보급형 태블
릿 판매량 역시 증가하고 있음.
보급형 태블릿의 주요 용도가 독서 및 뉴스
검색 등 간단한 작업 위주이므로, 주요 기능
만을 탑재하고 가격을 낮추는 방안으로 진출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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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벨기에 장난감 시장 매출액
규모는 5억 4백만 유로를 기록함. 전체 장
난감 시장에서 유아용 장난감의 비중은 소프
트게임 다음 두 번째로 큼. 벨기에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난감 구입에 대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데, 2015년 한 해 자녀 1명당
250~350유로를 장난감 구입에 사용한 것
으로 나타남.
지속된 경기침체에도 벨기에 유아용 장난감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한 가정당 평균
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자녀 1인당 육아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동 시
장은 밝을 것으로 판단됨.

유아용 장난감

2015년 벨기에 전기자전거 판매대수는 총
45만 대로 전년대비 3.2% 증가함. 미국 교
통정보서비스업체인 Inrix에 따르면, 2015년
북미·유럽 내 가장 교통체증이 높은 나라’에
벨기에가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교통체증
이 심한 유럽 15대 도시에 벨기에에서만 3
개시(브뤼셀, 안트워프, 겐트)가 선정될 정도
로 벨기에 교통상황은 매우 혼잡함.
이에, 출퇴근을 비롯해 시내 이동 시 자전거

전기자전거

로 이동하는 벨기에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 특히, 큰 체력 소모 없이도 편하
게 이동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 시장이 점점
활성화 되는 추세임.
벨기에 시장에 진출을 원하는 우리기업들은
제품 특성이 자전거인 만큼 품질에 대한 우
선확보가 요구되며, 유럽산 제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구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저렴한 가격으로 한끼 식사 대용이 가능하
며, 물만 붓고 기다리면 5분 이내에 완성되
는 편리성과 신속성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찾
고 있음. 라면을 즐기는 벨기에인들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봉지라
면 보다는 컵라면 형태의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봉지라면에 대해 아직까
지 익숙하지 않은 편).
한국 라면의 경우 타국 제품에 비해 매운맛
이 더해져 매운맛을 즐기는 벨기에 소비자에
게 특히 어필하고 있음. 이에, 벨기에 바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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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미팅 시 한국 라면의 매운맛에 중점을 두
고 설득할 수 있을 것임.
벨기에 자동차 보유대수는 인구 1,000명당
489대로 자동차 보유율이 높아 관련 자동차
부품 수요 또한 높은 편임. 이 외에도 기존
차량의 소지자들의 신규 구매주기가 늘어나
고 있어, 자동차 보수 및 유지를 위한 부품
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벨기에 내 한국산 자동차 인지도가 점
점 상승하면서 한국산 자동차 수입량이 증가
함에 따라(벨기에 시장 점유율 6위 차지) 향
후 사후관리로 이용될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동차부품

2016년 4월 25일, 벨기에 드론에 관한 왕
령(Arrêté royal du 15.04.2016)이 발효됨에
따라, 벨기에 시장 내 드론 제품 판매가 가
능해짐.
왕령이 발효된 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벨기
에 드론시장은 도입초기 단계로 향후 국내
드론 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현재 벨기에 드론 시장의 정확한 매출규모는
파악이 불가능하나, 매달 1천~2천개의 드론
드론

이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드론 1
개당 평균 판매가는 800유로 미만임(동 수
치는 온라인 판매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온라인 판매까지 포함하는 경우 관련 시장규
모는 더욱 큰 것으로 예측).
드론 사용범위가 오락뿐 아니라 농업, 보안·
감시 등 실질업무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
어,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벨기에 드론시장
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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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장 특성
가. 소비자 특성
소비자 성향 및 관습
벨기에는 도로, 철도, 해운 등 교통망이 발달해 있으며 인터넷, 전화, 이동전화 등 통신망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벨기에 시장은 전 세계 상품이 모여들어 상품 종류가 다양하고 소비자 선
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따라서 수입 상품 간 경쟁이 심하고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내구 소비재(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TV 등) 구매 시, 상품의 품질과 기능이 전통적으로 잘 알려
진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소비자에게 브랜드명과 그와 연계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과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벨기에는 빈부 차이가 작고 중산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안정된 사회로, 국민 소득은 높은 편이나 조
세부담률 또한 높아 총 소득에 비해 실질 가처분 소득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충동구매를
피하고 제품 하나를 살 때도 여러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며 심사숙고 후 구매하는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성향은 최근 경기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벨기에는 소비자 단체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국가이다. 벨기에 소비자연맹은 매월 발간하는 월간지
(Test-Achats)를 통해 상품의 품질/가격을 비교할 뿐 아니라, 제품의 안전도와 위생을 심층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동 월간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인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제조업체들도 이
러한 소비자 단체의 평가에 아주 민감한 편이다.
소비자 구매선호도
ㅇ 제품 및 가격(Product & Price)
벨기에인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벨기에인의 23%가 여
행상품은 Neckemann에서, 24%가 의류 쇼핑은 C&A에서, 34%가 카메라는 Canon에서 구입한다고
응답하는 등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벨기에에서는 38개의 브랜드가 '신뢰
를 받는 브랜드(Marque de Confiance)'로 뽑히며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리얼 회사인 켈로그(시장점유율 78%), 항생제 브랜드인 Dafalgan(시장점유율 56%) 등을 들 수 있
다.
한편, 전통적으로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고품질 위주로 구매해왔던 벨기에 소비자들이 점점 H&M,
Primark 등 저가 브랜드로 발을 돌리고 있으며, 품질보다는 가격이 구매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현재 Primark를 비롯한 벨기에 SPA 브랜드 열풍은 식을 줄 모르고 계속 발전 중
2
에 있다. 벨기에 내 27개의 매장을 보유 중인 Zara는 2015년 5월, 벨기에 최대 규모인 4,000m 규모
의 초대형 매장을 브뤼셀 Avenue louise에 오픈했으며, 76개 매장을 보유 중인 H&M 역시 20% 가량
의 연 매출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인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
전에는 주로 10~20대의 젊은 층에서 SPA 브랜드를 구매해왔다면, 지금은 40~50대의 중년층까지 이
용하는 등 구매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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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벨기에 소비자들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
갑을 닫고, 보다 저렴한 물품 위주로 신중히 구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소비패턴은 2017
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ㅇ 판촉(Promotion)
벨기에인들은 다른 유럽의 이웃나라들보다 프로모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벨기에 주간지Trends에
따르면, 유럽 내에서 벨기에인들이 기업 발행 할인쿠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벨기에에서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는 쿠폰은 마트용 할인 쿠폰으로 총 발행 쿠폰 수의 75%를 차지하
고 있으며, 전체 벨기에인의 80%가 할인 쿠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벨기에 식품 회사들
은 이 점을 이용, 벨기에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상품에 쿠폰을 발행하고 있다.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는 쿠폰의 형태는 ‘제품 교환권’ 쿠폰으로, 기업은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구입한 후에 제품
포장재 하단 혹은 제품 내에 있는 종이를 오려 기업 해당 부서에 보내면, 추후 동일 제품을 구입할 경
우 무료로 제품을 살 수 있는 ‘제품 교환권’을 집으로 배송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벨기에 소비자산업연맹 Comeos에 따르면 벨기에 온라인 구매자의 1/3 이상이 구매 전에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검색해 특정 프로모션이 있는지 알아본 후에 구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벨기에 시장에 보다 성공적으로 진출하려면 이 같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ㅇ 유통(Place)
벨기에의 주요 유통업체로는 Delhaize, Colruyt, Carrefour, ALDI, Lidl 등이 있다. Delhaize, Colruyt,
Carrefour사는 대형 유통업체로 벨기에 제3대 유통업체로 불리고 있으며, ALDI, Lidl의 경우 대표적인
저가 할인 유통점이다. 유통별 시장 점유율은 2015년 기준 Delhaize, Colruyt, Carrefour사가 전체 시
장의 67.9%를 차지하며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며 ALDI, Lidl 등 저가 할인 유통점이 17.1%를, 그
외 Louis Delhaize Group, Makro Group, Intermarche, Lamrecht 등 기타 유통상들이 15%를 점유하
고 있다(2017년 6월 15일 확인 기준 가장 최근 수치).
특히 Colruyt사의 경우, 타 유통업체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가장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동사는 벨기에 연구 컨설팅 회사 Akkanto의 2016년 4월
29일 발표 보고서에서 벨기에 대중들에게 가장 평판이 좋은 기업으로 뽑힌 바 있다. 또한, 2016년 벨
기에에 가장 영향력 있는 브랜드 설문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벨기에 주요 유통사
들은 자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홈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건들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바쁜 현대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벨기에 주요 유통업체들은 소
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언론을
통해 위험성이 보도된 상품은 정부기관이나 소비자 단체의 반응이 있기 전에 자율적으로 미리 시장에
서 철수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125 / 305

벨기에 국가정보
나. 한국 상품 인지도
한류의 확산 등을 통한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국가 전반의 이미지 향상으로 한국 제품
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되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과 자동차 품목들의 인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2013년 삼성의 스마트 TV와 스마트폰이 각각 39%, 31%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며, 벨기
에 유력 소비자 평가지인 ‘테스트 안쿱(Test Aankoop)’은 삼성전자의 드럼세탁기와 전자레인지를 2014
년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하는 등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2014년 당시 현
대자동차 IX35가 8,042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동년 벨기에 내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 9위를 차지하
는 등 큰 성과를 보였다. 이 밖에도 2015년 6월 17일, 일간지 L’Echo는 벨기에 시장 최초로 현대자동
차가 수소차를 선보였다고 소개하며 향후 현대차가 벨기에 수소차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아직까지 한국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벨기에 내에서 낮은 편이다. 대부분의 벨기에인들은 어떠한
음식이 한국음식을 대표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벨기에 내 여러 중국 음식점에서는 비빔밥, 불고
기 등의 대표적 한국 음식을 아무런 소개 없이 마치 중국 음식인 양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
라, 주벨기에 대한민국∙유럽연합대사관은 벨기에 내 우리 한식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12월 4일, 대사관은 현지 요리전문TV NJAM(얌)과 한식 소개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했는
데, 얌TV는 벨기에 유일의 요리 전문방송으로 네덜란드어로 서비스되며 유료시청자는 200만 명에 이
른다. 동 방송에서 6분 분량의 한식요리 5가지(해물파전, 생선간장조림, 구절판, 굴밥, 맥적구이)를 선
보였으며, 제작과정에서 된장, 간장 등 한국 식재료가 자연스럽게 노출돼 한국 식재료를 현지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번 제작된 프로그램은 2017년 2월부터 방영되고 있으며, 5가지 한식요리가 총 45회
소개될 예정이다.
다. 한류 동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벨기에 내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국적을 밝히면, 북한에서 왔냐는 질문이 거의 자
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 그러나 최근 벨기에 내 한국의 인지도가 점
차적으로 상승되고 있다. 칸 영화제나 베를린 영화제 등 유럽의 유명 영화제에서 각광을 받았던 몇몇
한국 영화들이 벨기에 극장에서 상영되기 시작했고, 한국 영화에 대한 마니아 층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영화의 경우, 벨기에 전 국민에게 인기가 있던 것은 아니고 소수층에만 국한된 경우였다.
벨기에인들의 한류에 대한 관심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은 가수 ‘싸이’로, 2012년 하반기 이후 ‘강남스
타일’이 유투브를 통해 벨기에에 알려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한국 노래 최초로 벨기에의 대
표적인 라디오 음악차트인 Ultratop 싱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2014년 6월 발표된 ‘싸이’의
신규 앨범인 ‘행오버’ 역시 벨기에의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는 등 벨기에 내 인기를 모은 바 있다.
이 밖에도 2013년 11월 브뤼셀 내 주 벨기에 한국 문화원의 개원 이후, 다양한 한국 문화를 벨기에에
전파하며 한국 인지도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류에 대한 관심 증가로 문화원 내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벨기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한지공예와 같은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특강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의 현대 미술 전시회 및 콘서트도 꾸준히 열리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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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통채널
1) 유통구조
원자재, 반제품, 소비자 제품을 총망라한 벨기에 도매업의 연 매출액은 약 1,363억 유로에 달하며 소
매업의 매출액은 약 719억 유로로 민간 소비의 약 50%를 차지한다. 소매 매출 중 식품이 244억 유
로로 1/3 이상을 차지하고 의류 및 가정용 섬유 제품은 113억 유로, 가구와 기타 가정 용품은 약 119
억 유로, 나머지 240억 유로는 기타 소비 제품이다. 도매업체 수는 약 5만 5,000개, 소매업체는 약 1
만5,000개에 달하고 이들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은 GDP의 10%를 초과한다.
소매업은 자영 독립상점과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 유통업체에 속하는 체인점으로 구분되는데, 매출 비
중은 자영 독립상점이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유통체인이 차지한다. 비식품의 경우 자영
소매점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나, 식품분야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점유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통적 유통 구조는 제조업체(수입상) → 도매상 → 소매상 → 최종 소비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최
근 벨기에 유통그룹들은 도매와 소매 기능을 동시에 하는 통합적인 소매 형태를 취하는 현상이 높아지
고 있다.
벨기에 현대적 개념의 유통업은 1867년에 Delhaize 형제가 다수의 미니슈퍼(일반 슈퍼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지역적으로 많이 분산돼 있고, 운영시간도 일반 슈퍼나 마트에 비해 길고 주말에도 열리는 편의
점 개념)로 구성된 유통기업을 설립한 것이 기원이 됐다. 현재 벨기에 유통기업의 대다수는 고유 브랜
드 마트와 하이퍼 마켓을 운영하는 동시에 미니슈퍼를 통해 유통망을 확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러한 미니슈퍼들은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 계약하에 독립 자영업자에 의해 운영되
고 있는데, 직영 미니슈퍼보다는 독립 자영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미니슈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 유통채널별 특성
유통채널별 특성 및 주요 유통업체
ㅇ 오프라인 유통
종류별로는 슈퍼마켓, 전문점, 창고형 매장(하이퍼마켓),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이 있고, 한국처럼 대형기
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나 하이퍼마켓 매장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소매상
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유통업체로는 식품만 파는 슈퍼마켓과 식품, 의류, 신발, 가전제품, 학용
품, 레저용품, 가구 등 소비제품 전반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식품을 제외한 소비 제품을 파는 백화점,
D.I.Y 전문점, 가전제품 전문점, 정원용품 전문점 등이 있다. 유명 의류 체인으로는 Zara, H&M,
Benetton, Mango, Alain Manoukian, Mer du Nord, Chine Collection, WE, JBC, MS Mode, Primark,
Esprit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신발 전문점으로는 March, Brantano, Geox, UGG, Shoes
in the Box, Foot Locker 등이 있다. 스포츠, 레저용품 전문 유통업체로는 Sports Direct, Decathlon,
Intersport가 있고 D.I.Y 유통 체인으로는 Brico, Gamma, Hubo, Leroy Merlin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전통적으로 매장을 세우고 오프라인으로만 유통하던 소매업체들도 점점 온라인 판매에 진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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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다. 또한, 온라인 진출 시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
다.
ㅇ 온라인 유통
벨기에 온라인 쇼핑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며 새로운 유통채널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빠르
고 쉽게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5년 벨기에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는 약 82
억 유로로 전년대비 46.4% 성장을 기록했으며, 총 소매매출액에서 온라인 쇼핑을 통한 매출비중은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소비자연맹(Comeos)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벨기에 전체 인구의 64%가 지난 1년간 온라인 제품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 같은 수치는 2013년에 57%, 2014년 60%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볼 때 온라인쇼핑을 하는
벨기에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매달 온라인쇼핑을 이용하는 벨기에인은 33%로 평균 153유로를 소비하며, 전년대비 5%가 증
가하는 등 주기적으로 온라인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 한 해 벨기에 소비자들
이 온라인을 통해 가장 많이 구매한 신규 품목은 의류제품으로 전체 구매의 52%를 지출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 뒤로 숙박(38%), 도서(32%), 교통티켓(32%), 공연티켓(31%), 신발(30%) 순으로 많이
구매되고 있다. 이 중 의류, 교통티켓, 가구 및 홈데코, 가전제품, DIY 제품 구매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
한 반면, CD/DVD/게임, 전자제품, 축제티켓 구매는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구매빈도가 1년에 5회 이
상인 품목군으로는 식품, 조리식품, 디지털음악(음원), 의류 및 신발, CD/DVD/게임 품목인 것으로 나타
났다.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시간절약이 전체응답의 42%를 차지하며 벨기에 소비자들에
게 있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오프라인 대비 저렴한 가격(39%), 집
앞까지의 배송서비스(38%), 24시간 이용 가능한 편리성(35%), 프로모션 및 각종 할인(31%) 등인 것
으로 밝혀졌다.
한편, 벨기에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벨기에 스마트폰 유저 수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스마트폰 유저 비율은 전체 인구의 34%, 2014년 40%였으나
2015년에는 55%까지 증가했다. 또한, 2015년도 벨기에 전자상거래 사용자 중 21%가 모바일을 이용
해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벨기에 전체 인구의 13%), 이중 87%의 응답자가 앞으로
도 계속 모바일 구매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모바일을 통해 가장 구매를 많이 한 품목으로는 교통티켓, 의류, 콘서트 티켓, 숙박, 장난감, 도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벨기에 소비자들이 꼽은 모바일 구매의 단점으로는 스마트폰 화면이 너무 작아
쇼핑하기에 불편하다는 사실과 모바일 구매의 불안정성(해킹 등) 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10월 15일, 벨기에 연방정부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 관
련 업체들에 한해서 밤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무를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1971.3.16 노동법 제 35조(art 35 de la loi du 16 mars 1971 sur le travail)에 의거, 벨기
에 내 야간근무(밤 8시~새벽 6시) 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다만, 호텔 등 숙박, 언론,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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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예외 분야가 존재).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3년 내에 약 3000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는데, 벨기에 전자상거래 협회 Becommerce는 정부발표에 큰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향후 벨
기에 온라인 쇼핑 업체의 경쟁력이 크게 증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 유망상품
최근 벨기에 시장 내에서 PB(Private Brand) 상품의 구매가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
업체 Nielsen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벨기에 내 PB 상품 판매 점유율은 42%로 꾸준하
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벨기에 내 PB 상품이 도입됐을 때만 해도 저소득층을 주 타
깃으로 한 저가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유통업체들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노력으로 제품
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많이 상승했다.
이 밖에도 벨기에의 유통업체들은 각 PB 상품을 고∙중∙저가 라인으로 나누었으며, 라인별로 다른 로고
및 패키지를 사용해 차별화를 주어 다양한 고객층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급 라인의 PB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저렴한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엄선된 재료를 사용하고 포장도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또한 저가 PB 제품의 경우, 무늬 없는 흰색 배경에 단순한 로고를 이용하고 아주 낮은 가격
을 책정해 가격이 구매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저소득층을 겨냥했다. 이 밖에도 벨기에 내 웰빙 트
렌드가 유행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고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각 유통업
체별로 이들을 타깃으로 한 유기농 라인의 PB 제품도 출시하고 있다.
유통기업별 다양한 PB 제품 라인
구분

Carrefour

Delhaize

Colruyt

저가 라인

일반 라인

-

고급 라인

유기농 라인
자료원: 기업별 홈페이지
PB 상품들은 초기에는 거의 식품류에만 국한됐지만, 수년 전부터 화장품, 의류, 문구류, 생활용품 등에
도 PB 상품들을 확장 중이며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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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바이어 발굴
가. 개요
바이어를 발굴하는 방법 중 해외 전시회 참여는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
법이다. 이를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해 여러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으며, 인터넷상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여러 유익한 현지 정보의 습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전시회 참여 방법으로는 전시회 부스를 임차해
직접 참여하는 방법과 전시회를 방문해 참관하는 방법이 있다. 벨기에를 포함한 유럽 각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전시회 정보는 KOTRA와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가 운영하는 글로벌 전시 포털 사이트(GEP)
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 전시 포털 사이트 링크: http://www.gep.or.kr/overseas-exhibition/
전시회 부스를 가지고 직접 참가하는 경우, 잠재 바이어에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카탈로그만 전달하
는 것보다는 향후 상호적 비즈니스 관계 구축을 위해 명함도 함께 교환하는 것이 좋다. 한편, 전시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전시장에 나와있는 업체 직원들의 대부분은 구매담당자가 아닌 제품을 판매하는 영
업직원들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을 통해 기업 구매담당자 정보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벨기에에는 유럽의 많은 산업 협회들이 집중돼 있으므로 아래의 관련 산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보다 정확한 시장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협회 홈페이지에는 회원으로 가입
돼 있는 관련 업체 정보들이 담긴 D/B가 나열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업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
다.
나. 각종협회, 매체, 전시회
벨기에 및 유럽연합 산업 협회
산업

홈페이지 주소

벨기에 소비자연맹

http://www.comeos.be

유럽 소비자 단체

http://www.beuc.eu

식품

http://www.fevia.be

자동차

http://www.febiac.be
http://www.acea.be

은행

http://abb-bvb.be

시멘트

http://www.febelcem.be
http://www.cembureau.be

벽돌

http://www.brique.be
http://www.essenscia.be

화학, 석유화학

http://www.cefic.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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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uropia.com
https://epca.eu
의료기기

http://www.eurometaux.org
http://www.unamec.be

유통

http://www.cbd-bcd.be
http://www.eurocommerce.be

기계, 전기, 전자

http://www.agoria.be
http://www.eurelectric.org

의류, 봉제

http://www.belgianfashion.be
http://www.euratex.org

제지

http://www.cobelpa.be
http://www.cepi.org
http://www.steelbel.be

철강 및 금속

http://www.eurofer.org
http://www.eurometaux.be

섬유/가구

http://www.fedustria.be
http://www.euratex.org

유리

http://www.vgi-fiv.be

정비

http://www.federauto.be

농업

http://www.feap.info

식·음료

http://www.fooddrinkeurope.eu

엔지니어링

http://www.orgalime.org

축산물

http://www.uecbv.eu/en/aemb/index.php

건축

http://www.confederationconstruction.be
http://www.eubuilders.org

조명

http://www.lightingeurope.org

온라인유통

https://www.becommerce.be

유럽 텔레커뮤니케이션

https://www.etno.eu

유럽 라디오방송

http://www.aereurope.org

케이블 사업자

http://www.cable-europe.eu

정보통신

http://www.awt.be

인쇄

http://www.ingergraf.eu

포장

http://www.procarton.com

재활용

http://www.bir.org

131 / 305

벨기에 국가정보

에너지

http://www.cedec.com

바이오

http://www.europabio.org

공업 광물

http://www.ima-europe.eu

태양광

http://www.epia.org

세라믹

http://www.cerameunie.eu

바이오매스

http://www.eubia.org

산업가스

https://www.eiga.eu

의약품

http://www.egagenerics.com
http://www.pharma.be

식품가공

http://www.profel-europe.eu

매체(전문 잡지)
PMG(http://www.pmg.be)
금속공업, 산업자동화, 자동차수리, 식품공업, 의학 등의 전문 잡지를 발간한다.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영어, 독일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온라인 구독이 가능하다.
산업

홈페이지

금속공업

http://metallerie.pmg.be

산업자동화

http://motioncontrol.pmg.be

자동차수리

http://carfix.pmg.be

식품공업

http://foodprocess.pmg.be

건축산업

http://architect.pmg.be

Argus(http://www.retail-argus.be)
가정용품 전문잡지이며, 동 잡지를 통해 현지 시장에 나오는 신상 제품과 인기 있는 디자인 제품 등을
알 수 있다.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로 제공되며 인터넷 구독도 가능하다.
Test-Achat(http://www.test-achats.be)
벨기에의 대표적인 제품 평가잡지로 품목당 브랜드별 가격비교와 자체적인 제품 테스트 평가를 거친
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동 잡지에 대한 벨기에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매우 높고, 이는 벨기에 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잡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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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http://trends.knack.be/economie)
세계 경제 동향 및 국내 경제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제 전문 주간지로, 네덜란드어와 프랑스
어로 제공된다.
벨기에 주요 전시회
벨기에에서는 매년 혹은 격년을 주기로 다양한 분야의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전시회의 목적, 규모, 작년·올해 참가기업, 부스 임차료 등의 자세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전시회로는 Seafood Expo로서 유럽에서 개최되는 수산물 전문 전시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우리나라에서도 20개사 내외 규모로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하고 있다.
구분

홈페이지
www.exhibitions.be

전시회 열람 사이트

www.brusselsexpo.be
www.biztradeshows.com

다. 각종 홈페이지
구분

홈페이지

바이어 Directory

www.abconline.nl
www.goudengids.be
www.trendstop.be
www.europages.com
www.trademart.be
www.kompass.com

라. DB 활용 등 온/오프라인 바이어 발굴 방법 소개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은 잠재적 바이어와 직접 만나고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를 찾
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의 방법으로는 전시회를 참가한
다거나, KOTRA에서 제공하는 무역사절단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데이터 베이스(D/B)를 활용하는 온라인 바이어 발굴의 경우 바이어 디렉토리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벨기에 바이어를 발굴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www.trendstop.be를
들 수 있다. Trendstop 사이트는 벨기에 내 35만 여 개의 수입업체, 수출업체 및 제조업체 관련 정보
및 판매·구매 오퍼 정보들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Roularta Media Group의 자회사인 Biblo NV에서 운영
하며 월평균 360만 명, 일평균 3만 명이 동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는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영어 등 3개 언어로 지원되며,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설립연도, 사업자 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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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열람이 가능하나 수출입 교역국, 총 매출액 추이, 업체 재정상태, 분야 담당자 등의 기업거래
상세정보의 경우 유료 회원만 사용할 수 있다.
회원등급별 이용가능 서비스(유료)
등급별 구분

내용

Trends top

- 연간 180€
- 상세 기업 정보 제공
- 기업 정보 관리 서비스
- Trendstop 기업·산업동향 보고서 20% 할인혜택
- 100개 업체, 3개 업종 알림 서비스 이용 가능

Trends Top Plus

Trends Top XL

- 연간 360€
- Trends Top 회원 서비스와 동일
- 250개 업체, 5개 업종 알림 서비스 이용 가능
- 1,000개 업체 정보 이용 가능
- 연간 725€
- Trends Top 회원 서비스와 동일
- 500개 업체, 10개 업종 알림 서비스 이용 가능
- 2,500개 업체 정보 이용 가능
- 기본 보고서 무제한 열람 가능
자료원: TrendsTop

마. KOTRA 바이어 발굴 소개
바이어 정보를 발굴하는 또 다른 방법은 KOTRA 온라인 사이트와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이다. KOTRA는 전 세계 해외 무역관을 통해 각 국별 바이어 찾기, 맞춤형 시장조사 등의 지원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바이어 발굴을 희망하는 경우, 본사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브뤼셀 무역관에 조사대행 서비스
를 신청하면 원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바이어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다.
- 관련 링크:
http://www.kotra.or.kr/kh/service/KHSBFM047M.html?TOP_MENU_CD=F0261&LEFT
_MENU_CD=F0283&MENU_CD=F0283&PARENT_MENU_CD=F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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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적용되는 KOTRA 해외시장조사 사업 서비스 유형 및 수수료

ㅇ 문의처
- 서울(잠재 바이어 조사/바이어 연락처 확인), 대전, 충남, 제주: 이아현(02-3460-7339)
- 서울(맞춤형 시장조사/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경기, 인천: 노현정(02-3460-7338)
-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광주, 울산, 강원, 부산: 심효정(02-3460-7337)

12.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상담 요령
벨기에 사람들은 매사에 신중하고, 서둘러 일을 진행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접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메일 발송 후 회신을 받지 못하더라도 급하게 재촉하기 보다는 시간적 여
유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즈니스 미팅을 잡는 경우, 저녁시간이나 점심시간보다는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소
2주 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미팅 약속을 제안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비즈니스 미팅은 오전 10시~11시
쯤 이루어지는데 만약 미팅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점심까지 연결될 수 있다. 바이어의 상황
과 취향에 따라 점심식사는 근처 식당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바쁜 경우 회의실 안에서 샌드위치를
등을 먹으며 미팅이 진행되는 경우도 흔하다. 만약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되는 경우, 대화를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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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시간 가량 식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당초 예상한 미팅 시간대비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
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벨기에는 언어와 문화가 상이한 민족으로부터 구성된 연방국가로 언어기준으로 프랑스어권
인 남부 왈로니아 지방과 네덜란드어권인 북부 플란더스 지방으로 나뉘며, 언어에 따라 인종 역시 라틴
계열과 게르만 계열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프랑스어권 바이어에게 네덜란드어로 인사를 건네거나 반
대로 네덜란드어권 바이어에게 프랑스어로 대화를 시작한다면 당황스러워하거나 혹은 불쾌해 할 수 있
으므로, 가능하면 초면의 경우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무난하다.
만났을 때와 헤어질 때의 인사표현은 악수가 일반적이며, 칭호는 대개 성을 부른다. Mr.와 Ms의 프랑
스어 및 네덜란드어 표현(Monsieur, Madame / Meneer, Mevrouw)에 성을 붙여 부르고, 어느 정도
가까워지기 전에는 이름만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악수를 할 때에는 아무리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
더라도 상대방의 손을 두 손으로 잡지 않는다. 또한, 만나자마자 상대방의 나이를 묻는 것은 큰 실례이
니 이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나이에 따라 존칭과 언어 사용법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중하게 나이를 묻는 것이 실례가 되지 않지만, 벨기에에서는 나이가 달라도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존칭을 부르지 않고 이름만 부르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나이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흔하다.
한편, 비즈니스에 있어서 벨기에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능률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비즈니스와 관련이 없는 주제를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서론이 길어지면 상대방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
고 언제 본론이 나올 것인지 초초하게 기다릴 것이다. 따라서 간단히 인사말을 나눈 후 본론으로 들어
가는 것이 좋다. 만일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그림을 그리든지 종이에 써가면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방이 발표
하거나 대화를 하는 도중 혹은 식사자리에서 될 수 있으면 휴대전화 사용을 주의하는 것이 좋으며, 급
한 용무가 있다면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회사 내부 보고용으로 미팅할 때 사진을 찍어야 한다
면 이것 또한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예의이다.
바이어와의 상담 시에는 많은 기업들이 가격정보 이외에도 딜리버리 조건, 통관, 지불방법 등을 함께
문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의 사항들에 대해 사전에 준비해 두었다가 문의 시 신속하게 답변을 주는
것이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 만약 제시하는 물품의 주요 정보(가격 제외) 서류가
준비돼 있다면 상담 전에 미리 이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품 카탈로그를
준비하고 샘플을 가져와 직접 보여주는 것을 권고하는데, 벨기에 바이어들은 실물을 직접 눈으로 보거
나 만져본 후에 상품의 재질, 기능, 시장성 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벨기에 바이어들은 한국 기업들과 미팅할 때 상대방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
은 경험이 상당수 있다고 무역관에 밝혔다. 상담 도중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다시 되물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바이어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말로 승낙하지 않아야 한다. 이해
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Yes’로 대답해놓고 나중에 회사로 돌아와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이어 입장에서 신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하려는 제품과 바이어 업체가 원하는 제품
사양과 맞지 않는 경우,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관련 대화를 지속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직접적인 관련 바이어가 아닐 지라도 시장정보 등 현지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다른 바이어
를 소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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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보수적인 벨기에 기업인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제시한 조건을 변경하면 아주 싫어한다. 만약 이 같
은 상황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 신용 거래가 어렵게 되고 차후 신용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특
히 첫 거래 시 수출 가격이나 발주 기간, A/S 부품 공급 등 거래 조건을 제안할 때 차후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예상되면 이를 사전에 주지 시키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예기치 못한 일로 현지 수입상이 손해가 생겼을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
력을 보여야 하며, 이러한 책임 있는 태도는 향후 거래관계 발전을 좌우한다.
현지 업체가 특정 사양을 요구할 경우 기술상 생산 가능성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생산하기 어려울 경
우에는 상황 설명과 함께 서슴지 말고 거절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희망을 주는 것보다 거래 신
용상 훨씬 바람직하다.
결제 방식과 관련해 동남아 수입 경험이 많은 대규모 수입업체들은 L/C 무역 결제에 익숙해 L/C 대금
지불을 요구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주로 인근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거나 장거리 해외 무역을
처음 시도하는 수입업체 가운데에는 L/C나 통관절차 등 국제무역 거래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상품 인도
에 앞서 상품대금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꺼리는 수입상들이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물품 인수 후 3개월 지불이 통용되므로 동일한 대금 지불 방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지불 방법을
제시할 때에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신용 면에서 중요
하다.
이 밖에도, 무역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거래조건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딜
리버리 조건이 FOB, CIF, DDU, DDP 등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실하게 정해두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서로의 책임이 어느 선까지인지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이 좋다.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에는 환율 변동, 생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자재 가격 및 운송비 변동 등
수출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찰하고, 가까운 미래의 변동을 예상한 후 가격 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오름세의 경우에는 더욱 더 조심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일단 현지 수입업자에게 제시한 가격을 기초로 L/C를 개설한 상태에서 환율 변동 또는 운송비 상승 등
의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 한국 수출업자의 신용은 물론 현지 수입업자도 그의 고객에 대한 신용 상실
로 판매망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 시 유의할 점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국가답게 국제적이며 다양한 소비자층을 가지고 있는 벨기에는 테스트 시장의
특성을 가진다. 즉, 전 세계로부터 매우 다양한 상품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 현지 물
건을 구할 수 없어 급히 신규 공급업체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기존 공
급업체에 만족하는 경우 거래선을 유지하려 하지 굳이 신규 공급업체를 다시 찾아서 거래를 하지 않는
다.
또한, 거래를 지속해온 기업 담당자 간의 사적인 유대감이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현지 기업에 신규 거
래 제안을 목적으로 연락을 시도할 경우 대부분 거절의사를 밝히는 편이다. 신규 공급업체를 찾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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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거래를 생각해 신중하게 행동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접촉 이후 첫 거래까지 시간
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바이어와 미팅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여러 번 연락을 해도 회신이 없을 경우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연락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당장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를 끊지 말고
신규 디자인과 모델,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는 대로 제품 소개자료, 샘플 등을 보내주는 등 지속적 관계
를 이어나가 향후 오더를 받아내도록 해야 한다. 첫 거래 시에는 대량거래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소량
으로 점차 신용,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자 간의 관계가 무르익은 후 대규모의 거래가 이
루어질 수 있으며, 벨기에 바이어들은 한 번 신뢰가 쌓이면 거래선을 가능한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나. 바이어 상담 시 유의사항
앞서 언급했듯 벨기에 바이어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한 번 거래관계를 맺으면 거래선 변경 없이
장기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에 새로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바이어의 현재 취급 제품
대비 제품의 우수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판매하려는 제품의 정확한 사양, 효능, 제품 구입시 바이어가 얻는 이익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
다. 또한, 바이어에 가격 정보를 보낼 때에는 가격대비 품질이나 A/S 등 기타 가격 차이를 보완할 장점
들을 함께 송부함으로써 잠재 바이어가 가격 요소만을 보고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가격산정에 타
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 밖에도, 벨기에 바이어들은 통상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 완벽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인 동
시에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담 시 제품의 기술적인 정보와 더불어
인도기간, 문제 발생시 중재방법, 마케팅 전략(어떠한 방법으로 유럽 또는 벨기에 시장에 진출하고 확
대할 계획인지) 등에 관련된 질문을 매우 세부적으로 하는 편이다. 이에, 만약 질문에 명료하게 답변하
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한다면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향후 비즈니스 거래에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전에 제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잠재적 시장 변동에 따른 시장진출 전
략 등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 밖에도, 브뤼셀 무역관에서 수출상담회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바이어와의 최근 인터뷰에 따르
면, 한국 기업들이 기대와는 달리 영어를 잘 못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바이어는 한국 미팅 중 만일 통
역원이 없었다면 미팅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외국 시장으로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 있어서 영어는 가
장 기본이라고 대답했다. 따라서, 보다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영문 이메일 교신, 간단한 업무상 대
화를 위한 전화통화 정도의 의사소통을 갖추어야 바이어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거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KOTRA 브뤼셀 무역관에서 보유중인 현지 통역원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http://www.kotra.or.kr/KBC/brussels/KTMIUI09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50
3&TOP_MENU_CD=33641&LEFT_MENU_CD=36767&MENU_CD=3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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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문화
벨기에의 기업문화는 언어권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개방적이고 타협적이며 융통
성이 있어 대화와 중도를 통한 해결방식을 선호한다. 또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
련하는데 있어 충분한 고려의 시간을 갖고 모든 가능한 대안들을 마련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어권인 플란더스 지역의 기업문화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근면성실한 면을 닮았다. 플란더스 비
즈니스맨들은 이론보다 실제를,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며 높은 직위보다는 월급액을 더 중시한다.
플란더스 지역 내 전통 있는 회사들에서는 계급구조가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
는 비교적 수평적이고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적극적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참여경영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어권인 왈로니아 지역의 기업문화는 형식을 강조하는 프랑스의 영
향을 받아 명확한 계급구조와 경영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경영자와 직원들 간의
간격도 플란더스 기업들에 비해 큰 편이며, 의사결정도 대부분 경영진의 권위적인 방식에 따라 이뤄진
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나 기업에서의 개인의 지위 등이 왈로니아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기업 내 규칙과 절차는 매우 중시된다. 그러나 지나친 조직화와 복잡한 계급구조, 지시적인 경영
스타일 등으로 인해 생산성 측면에서 약간 뒤처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별 편차 이외에도, 벨기에 회사 내에서 경영자들과의 의견이 다를 경우 회의와 조정을 반복
해 인내하면서 절충한 합의점에 다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다양한 국적이 존재하는 벨기에 회사
에서 개인 혼자 다른 동료들과 동떨어져 행동한다거나 독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라. 무역관 에피소드 소개
벨기에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통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다. 일례로, 과거
무역 사절단의 방문 경우 출국 전 샘플을 발송했으나 발송이 지연돼 바이어 상담 때 샘플을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사전에 샘플을 무역관으로 보내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적어도
상담 3주 전에 발송하는 것이 좋고, 특히 화학제품의 경우에는 MSDS 등 사전 준비서류를 운송업체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또한, 벨기에 세관은 여타 EU 회원국 대비 까다롭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DHL 등
특송이 아닌 EMS를 통한 샘플 발송 시 팩킹리스트와 인보이스를 소포 옆에 부착시켜 통관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샘플을 보내기 전에 브뤼셀 무역관에 연락해 필요서류들을 다 마련했는
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밖에도 벨기에는 항공사 및 공항, 철도청 등의 파업이 잦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브뤼셀 국제공항
수하물 처리업체 직원들의 파업으로 모든 수하물 처리가 중단돼, 미팅을 위해 한국에서 방문한 기업 측
이 수하물을 받지 못한 채 미팅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2016년 상반기에만 무
려 4건의 파업이 발생해 현지 주요 도로 및 철로 등이 모두 폐쇄돼 큰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따라
서, 벨기에 방문 전 항공편이나 기차편 혹은 공항 내 파업이 예정돼 있는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권장된다.
공항 및 기차 등 벨기에 대중교통 파업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 브뤼셀 국제공항 홈페이지: http://www.brusselsairport.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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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철도청 홈페이지: http://www.belgianrail.be
- 브뤼셀 대중교통(전철, 트램 및 버스) 홈페이지: www.stib.be

13.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가. 벨기에 주요 전시회 일정
2017~2018년도 벨기에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전시회명
Minerant 2017

기간

내용

홈페이지

광업 박람회

www.minerant.org

Antwerp Expo

섬유 박람회

www.marchedutissu.com

2017.10.07 ~
Brussels Expo
2017.10.09

미용 박람회

www.estetika.be

자동차 박람회

www.autosalon.be

자전거 박람회

www.velofollies.be

2017.05.06 ~
Antwerp Expo
2017.05.07

Marche du Tissu 2017.09.03
ESTETIKA

장소

European Motor
2018.01.12 ~
Show Brussels
Brussels Expo
2018.01.21
2018
Velofollies
Intirio 2018

2018.01.19 ~
2018.01.21

2018.01.28 ~ Flanders Expo
실내디자인 박람회
2018.01.31
Ghent

Le Salon du
2018.02.02 ~
Chocolat 2018 2018.02.04
Foire du Vin

Kortrijk Xpo

Tour & Taxis

2018.02.16 ~
Waregem Expo
2018.02.18

www.intirio.be

초콜릿 박람회

brussels.salon-duchocolat.com/accueil.aspx

와인 박람회

www.foireduvin.be

Batibouw 2018

2018.02.22 ~
Brussels Expo 보수, 건축 박람회
2018.03.04

Seafood EXPO

2018.04.24~
Brussels Expo
2018.04.26

수산물 박람회

www.batibouw.com
www.seafoodexpo.com/global

나. 주요 전시회 세부사항
Seafood Global Expo 2018
개최국가/도시

벨기에 / 브뤼셀

개최주기

매년

최초 개최년도

개최기간

2018/04/24~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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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규모

1993
38,350m

2

벨기에 국가정보

전시장
참가국 수
외국 참가업체 수
주요 참가국
한국업체 참가여부
전체 참관객 수
전시회지명도
전시분야
부스당 임차료(㎡당)
주최기관
주최기관 담당자

Brussels Expo
79개국

개최국 참가업체 수

51개 업체

개최국 참관객 수

16,000명

1879개 업체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YES

한국 참가업체 수

29개사

41,000명

외국 참관객 수

25,000명

★★★★★★

부스배정 난이도

★★★★

식품, 음료
380유로부터
Diversified Business Communications
Tonya Fowler

주최기관 주소

Diversified Business Communications P.O Box 7437, Portland, ME 041127437

주최기관 TEL

+1 207-842-5504

주최기관 팩스

+1 207-842-5505

주최기관 URL

www.divcom.com

주최기관 이메일
전시품목
비고

sales-global@seafoodexpo.com
수산물, 관련 물류, 보관용기
수산 관련 박람회 중 세계 최대 규모, 구체적인 부스 임차료는 주최측 문의
요망

European Motor Show Brussels 2018
개최국가/도시

벨기에 / 브뤼셀

개최주기

매년

개최기간

2018/01/12~2018/01/21

전시장
참가국 수
주요 참가국
한국업체 참가여부
전체 참관객 수
전시회지명도

최초 개최년도
개최규모

1902
100,000m

Brussels Expo
15개국

개최국 참가업체 수

25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YES

한국 참가업체 수

3개사

부스배정 난이도

★★★★

437,000명
★★★★★★

전시분야

자동차, 이륜차

주최기관

FEB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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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기관 담당자
주최기관 주소

Pierre Lalmand
FEBIAC n.p.a - Motor Show Department - Boulevard de la Woluwe, 46
Box 6 BE-1200 Brussels

주최기관TEL

+32 2 776 64 00

주최기관 팩스

+32 2762 81 71

주최기관URL

www.autosalon.be

주최기관 이메일
전시품목
비고

exhibitors@febiac.be
Vehicle, Automobile,Motocar
자동차 박람회

Intirio 2018
개최국가/도시

벨기에 / 겐트

개최주기

매년

개최기간

2018/01/28~2018/01/31

전시장
참가국 수
외국 참가업체 수
주요 참가국
한국업체 참가여부

11개국

81개 업체

한국 참가업체 수

0개사

부스배정 난이도

★★★★

실내외장식, 인테리어
-

주최기관

Textirama asbl

주최기관 담당자

Alicia Gonzalez
Poortakkerstraat 90, 9051 Ghent, Belgium

주최기관TEL

+32 9 243 84 50

주최기관 팩스

+32 9 243 84 55

주최기관URL

www.textirama.be

전시품목

개최국 참가업체 수

NO

★★★★

주최기관 이메일

54,000m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전시회지명도

주최기관 주소

개최규모

100개 업체

5,155명

부스당 임차료(㎡당)

1999

Flanders Expo Ghent

전체 참관객 수

전시분야

최초 개최년도

a.gonzalez@intirio.be
실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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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실내 디자인 박람회
부스임차료 주최측 문의 요망

출처

www.intirio.be

Batibouw 2018
개최국가/도시

벨기에 / 브뤼셀

개최주기

매년

개최기간

2018/02/22~2018/03/04

전시장
참가국 수
외국 참가업체 수
주요 참가국
한국업체 참가여부
전체 참관객 수
전시회지명도
전시분야
부스당 임차료(㎡당)
임차료 수준
주최기관
주최기관 담당자
주최기관 주소

13개국

개최규모

140,000 m²

개최국 참가업체 수

926개 업체

120개 업체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NO

한국 참가업체 수

0개사

부스배정 난이도

★★★★

297,000명
★★★★★★
건축, 건설, 빌딩
140유로부터
★★★★
FISA
Mr.Ilias Kavadias
Lenniksebaan 451, 1070 Brussels, Belgium
+ 32 2 663 14 02

주최기관 팩스

+ 32 2 660 4713

주최기관URL

www.fisa.be

전시품목

1959

Brussels Expo

주최기관TEL

주최기관 이메일

최초 개최년도

batibouw@fisa.be
건축자재 및 기계/기술,인테리어 용품, 가구 등

비고

실수요자 위주의 건축 전문전시회

출처

www.fis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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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OTRA 주최 전시일정
2017년도에는 벨기에 내 KOTRA 주최 전시회가 없다.

14. 수출 성공·실패사례
가. 기업 수출 성공사례
약속을 지켜 바이어의 신뢰감을 얻어낸 S사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S사는 유럽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어떤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해
야 할지 막막해 하고 있던 차에 브뤼셀 무역관을 찾았다. 무역관은 S사의 생산품목과 맞는 벨기에의 잠
재 바이어 B사를 발굴했고, 위 바이어와 사이버 상담회를 통한 상담을 제안했다. 두 업체 간의 사이버
상담회는 잘 이루어졌으며, 이후 S사는 직접 벨기에 바이어 B사를 방문하기로 미팅 약속을 잡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벨기에 바이어 B사는 한국의 S사 제품에 대해 약간의 관심은 보였으나, 정확한 가격
견적을 묻는다거나 샘플을 요청하는 등 직접적인 구매의사를 보이진 않고 있었다. S사에서 벨기에를 방
문했던 시기는 2013년 1월이었는데 하필 벨기에 사상최고의 폭설이 내리던 때였다. 폭설로 인해 대중
교통들도 운행을 멈췄으며, 거의 모든 도로가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은 출근이 불가능
했던 상황이었다. 브뤼셀 무역관에서 바이어 B사까지는 보통 차로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이날은 폭설로 인해 3시간이 넘게 걸려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바이어 B사는 폭설로 인해 S사와 브뤼셀 무역관이 예정대로 방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
치 못했던 일이라며 아주 놀라워했고, 이상기후에도 미팅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이날 미팅은 첫 오더의 성과로 이뤄졌으며, 이후 S사는 바이어의 세부 요청에도 항상 성실한 답
변으로 일관해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한- EU FTA의 관세혜택으로 수출을 지속할 수 있었던 A사
벨기에 섬유산업은 국내 생산이 매우 미미한 상태라 거의 수입에 충당되고 있으며, 의류 등 소비재와
더불어 합성 원사 또는 편직물 위주의 오더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직물을 전문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이 회사의 경우, FTA 발효 이전부터 벨기에 기업과 거래를 해왔었으
나, 바이어로부터 A사 제품가격이 터키나 중국산 제품들에 비해 높다며 가격을 인하해달라는 압박을
꾸준히 받아왔었다. 하지만 이미 최소한의 이윤만을 남기고 제품 거래를 해오던 터라, 더 이상의 가격
인하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FTA 발효로 인해 종전 8%였던 관세가 무관세로 되면서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자연스럽
게 상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A사는 특별히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수출하던 품목 가격이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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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됐고, 벨기에 바이어의 요구를 맞출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바이어와 거래선을 계속 유지하
며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끈기 있는 접촉 시도로 성공적인 수출을 이뤄낸 A사
한국에서 무선영상전송장치를 생산하는 A사는 높은 기술력과 차별화된 기능을 내세워 국내 시장을 개
척해왔으나, 국내 시장의 작은 규모에 한계를 느껴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전시회 기간 중 만났던 벨기에 업체들 중 한 바이어에 대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피드백도 받지
못하던 국내기업은 이 같은 상황을 브뤼셀 무역관에 문의해왔다. 이에 무역관에서 바이어를 접촉한 결
과, 당시 벨기에 바이어는 전시회에서 A사와의 미팅 이후 동 사에 자사 인콰이어리를 보내는 등 수차
례 접촉하려고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해 계약성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던 상황
이었다. A사와 브뤼셀 무역관은 그동안 양측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비즈니스
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벨기에 바이어로부터 첫 샘플 오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벨기에의 까다로운 통관 시스템으로 인해 샘플제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는데, 무역관과 A사는 보다 꼼꼼하게 서류를 체크해 바이어가 차질 없이 제품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바이어의 요구사항에도 최대한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
A사는 결과적으로 바이어로부터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수출을 진행하
고 있다. 양측은 유럽 독점판매계약 추가 체결 등 향후 수출 규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Director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수출을 이뤄낸 C사
인테리어용 석자재를 생산하는 C사는 미국,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수출하고 있었으나 유럽시장은 신규
공급처에 대한 보수성과 시장정보 부족 등으로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무역관에서 발굴한 벨기
에 바이어 D사는 유럽의 인테리어용 석자재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 중 하나로, 유럽 전역에 안정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있었다. ‘Belgian Quality’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품질에 민감한 바이어이기에 무엇보
다 고객사 제품의 우수한 기술력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돼, 접촉 초반부터 샘플 테스트를 제
안해 바이어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였다.
많은 기업들이 바이어 접촉 시 통상적으로는 구매담당자나 기술 담당자를 파악해 제품을 홍보하는데,
보수적인 유럽 바이어들의 특성상 검토도 해보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업무 분장이 명확한
유럽 기업들은 구매부서에서는 품질부서의 승인을 핑계로, 품질부서에서는 공급처에 대한 선정 권한이
구매부서에 있다는 핑계로 신규 공급업체들과의 연락을 기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
해 무역관에서는 역으로 사장과 직접 접촉을 시도했고, 샘플 테스트 제안이 Top down 방식으로 현업
부서에 전달되도록 해 일이 진행될 수 있었다.
또한, 샘플 테스트 결과 확인 및 성약 구체화를 위해 고객사를 동반해 바이어를 방문했으며, 적극적인
협업 의지를 어필해 바이어로부터 향후 지속적인 거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현
재 동 사는 벨기에에서의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에서도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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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부스 참가를 통해 바이어들에게 어필한 D사
디지털 라벨링용 잉크젯 인쇄기를 생산하고 있는 D사는 국내에서는 이미 선도적 중견기업이나 해외시
장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내 브랜드 인지도가 낮았을뿐더
러 단독으로 세계적인 전시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마케팅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
문이다. 이에, 동사는 구매력이 높고 디지털 프레스 품목 수요가 증가 중인 유럽시장을 본격적으로 공
략하기 위해 KOTRA 브뤼셀 무역관과 월드챔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D사는 KOTRA의 월드챔프 지원사업을 통해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2016 Drupa 전시회에 비교적
큰 독립부스를 가지고 참가했다. 대형 디지털 라벨 인쇄기 장비까지 준비해 전시회 현장에서 시연을 보
였는데, 많은 바이어들의 호평을 얻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방문객들에게도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성공적으로 전시회를 마칠 수 있었다. 이 전시회를 통해 딜러 51개사, 엔드유저 63개사 등 총 114개
사와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으며, 특히 그리스 업체 G사와는 딜러계약을 체결해 현장에서 39만 유로
에 달하는 대표 장비 1대 판매계약을 따냈다. 향후, 동사는 약 50개사 딜러 희망업체 중 18개사의 바
이어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가망딜러 선별 및 집중지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딜러망을 넓혀갈 계획이
다.
나. 기업 수출 실패사례
중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가격, B사
국내에서 섬유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인 B사는 벨기에의 한 바이어를 상대로 몇 년 전부터 꾸준
히 섬유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다. B사는 ‘납기일 준수’를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겨, 바이어에게 납기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주말에 공장을 가동해서라도 꼭 바이어와 약속할 납기일을 지켜왔었다. 이렇게
형성된 B사의 성실함은 벨기에 바이어에게 큰 신뢰감을 형성해왔다.
하지만 바이어는 근래 들어 같은 분야의 중국 업체들로부터의 오퍼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혀왔으며, 그
간 쌓인 B사에 대한 신뢰감으로 공급처를 변경할 생각이 없으나, 워낙 저렴한 공급가격을 제시한 중국
업체들의 오퍼에 조금씩 망설여진다고 했다. 이에, B사는 마진을 낮추더라도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가격인하를 했지만, 중국 업체들의 터무니 없는 저렴한 공급가격에 동일하게 맞추
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과적으로 수출은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량은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현재 중국은 저임금 수준으로 대량의 상품을 생산, 염가로 시장에 판매 중에 있다. 이러한 중국 업체들
의 큰 가격경쟁력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 입지를 점점 악화시키고 있으나, 중국의 터무니 없이 저렴
한 제품과 같은 가격으로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그에 상응하
는 수준의 질적 서비스 등 중국의 높은 가격경쟁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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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출 시 애로사항
가. 일반적인 애로사항
3개의 지방정부,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벨기에는 연방국가로 플란더스, 왈로니아, 브뤼셀의 3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돼 있고 각 지방은 자치적인
행정 및 정책을 가지고 있어, 벨기에 전 지역에 대한 총괄되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으며
당국에 각각 접촉해야 한다는 복잡함이 있다. 게다가 불어와 네덜란드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수출하려는
제품에도 이들 두 개 언어가 의무적으로 표시돼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남부 불어권 지방과 북부 네
덜란드어권 지방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제품 패키징에 있어서도 지방별
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을 하려는 우리 기업은 각 지방 내 소비자의 선호도 및 추세
등을 별도로 알아보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EU 역외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수성
전통적으로 벨기에 소비자 및 바이어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품질에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벨기에산 제
품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다. 게다가 EU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중국 등 아시아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까지는 많이 낮아 신규 수출을 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복잡한 인증제도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 협정으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은 무관세 적용 등으로 인해
벨기에를 포함한 EU 회원국들로의 제품 수출절차가 쉬워질 것으로 많은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EU는
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표준, 환경, 인증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비관세 장벽을 세워 우리 기업 수
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 예로, 화학물질 등록승인제도인 REACH로 인해 물질 등록 및 검사비
용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EU 당국에 등록되
지 않은 화학물질들의 경우 수출이 불가능해져 완구, 섬유 등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포함한 완제품
들 역시 수출길이 막히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거래선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가
격경쟁력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계부품을 수입하고 있
는 벨기에의 한 바이어는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으로부터 일정량을 수입하고 있으나,
지속되고 있는 유럽 경기침체로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보다 질은 좀 더 낮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중국
제품으로 공급선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
는 중국산 제품은 우리 기업의 수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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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벨기에 운송, 세관, 공공기관들의 파업이 잦기 때문에 수출 시 예상하지 못한 업무 차질이 발생하는 경
우들이 종종 있다. 이 중에서도 항공사 파업은 다른 운송수단 중에서도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항공운송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특징은 30일 정도 걸려
도착하는 해상운송에 비해 2~3일 이내에 제품 도착이 가능한 ‘신속함’에 있다. 그러나, 공항 파업이 일
어나게 되면 벨기에 공항에 도착한 제품 역시 같이 묶여 세관통관 진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예정된
도착일보다 훨씬 지연되게 된다. 특히, 완제품을 위한 부품들 중 긴급으로 특정 부품이 필요해 항공편
으로 제품을 보내는 경우, 공항 파업 발생 시 완제품 생산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되므로 기업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벨기에 파업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2014년 12월 한 달 동안 무려 4건
의 파업이 발생해 대부분의 회사들이 문을 닫았을 뿐 아니라 주요 도로, 철로 등이 파업으로 인해 모두
차단되는 등 벨기에 전체 산업에 마비가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2016년 역시 상반기에만
국내 파업이 4차례 일어나는 등 자주 발생하는 파업으로 제품 운송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느린 업무 처리
벨기에로 수출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무역관으로 자주 토로하는 불만 중 하나는 바로 벨기에 바
이어들의 ‘느린 업무 처리’를 들 수 있다. 한국 수출 기업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물품을 보내려고 노력하
는 데 비해, 벨기에 바이어들은 매우 느린 반응을 보여준다고 한다. 이는 성급한 업무처리에서 오는 실
수를 방지하고 보다 꼼꼼하게 처리하려는 벨기에인들의 보수적인 특성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
다. 따라서, 벨기에로 수출을 원하는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이 같은 벨기에 문화에 대해 좀 더 이해를 가
지고 접근하는 것이 양측의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까다로운 세관통관
통상적으로 벨기에 바이어와 수출 계약전 샘플을 보내 품질을 인정받고 정식수출을 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그러나 벨기에 세관당국의 까다로운 통관절차로 벨기에 내 샘플 반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매우
잦아, 우리 기업의 커다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EMS를 통해 샘플을 보내는 경
우, 80% 이상이 세관에 묶이는 등 국내 통관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통관지연 문제없이 바이어에게 가
장 신속하게 샘플을 보내는 방법으로는 DHL 등 특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배송비용이
EMS에 비해 몇 배로 든다는 단점이 있다. 샘플 중량이 크지 않은 경우 특송을 이용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나, 중량이 크거나 높은 배송비로 EMS를 통해 샘플을 보내길 원하는 경우 팩킹리스트 및 인보이
스 원본을 소포 옆에 부착해 통관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포에 기입된 배송비용(원화)을
품목명을 기입하는 곳에 큰 글씨로 딜리버리 가격과 달러(영문표기)를 한번 더 명시해줄 것을 권한다.
나. 증가하는 무역 사기
최근 들어 브뤼셀 무역관으로 벨기에 바이어의 진성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무역관
조사 결과 요청받은 업체들의 대부분이 사기성 업체로 파악됐는데, 이들은 한국 업체에 샘플 발송을 요
청하며 지급은 차후에 하겠다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 번 무역사기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복구
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기업의 실존여부 먼저 확인해 무역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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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벨기에 진성 기업 구별 방법
벨기에 경제부 사이트 검색
경제부에서는 벨기에에 등록된 모든 기업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명, 기업번호
(벨기에 업체라면 반드시 기업번호를 보유하고 있음), 활동 분야 등 다양한 형태로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소재지, 연락처, 설립연도, 재정정보 등의 파악이 가능하다.
ㅇ 경제부 사이트 링크:
http://kbopub.economie.fgov.be/kbopub/zoekwoordenform.html?lang=fr
구글링 활용
의심되는 벨기에 바이어 업체 주소를 구글에 검색하고, 구글 지도(스트리트 뷰)에서 업체 위치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인 경우, 스트리트뷰 상에서 기업 상호가 적혀
진 건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다만, 바이어사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음). 이
밖에도 위험물질 승인서, 사업자 등록증, 각종 증명서 등 바이어로부터 받은 서류들 역시 구글 검색을
통해 서류 발행기관 또는 서류 발행자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증명서들은 정부기관에서
발급해주기 때문에 증명서 상단 혹은 하단에 서류를 발행한 기관정보가 명시돼 있으므로, 구글에 동 기
관명을 입력해 기관정보가 서류에 명시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벨기에 기업 실존 여부 확인 사이트 화면

자료원: 벨기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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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사례 1) 벨기에 업체가 한국 업체에 보내준 제품 분석자료의 승인기관이 미국으로 명시돼 있
었다(벨기에 업체는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무역관에서 증명서 발행 기관명을 구글에
검색한 결과, 기관명 확인이 불가능했으며(공식 홈페이지 등), 서류에 명시됐던 기관 주소의 위치 및 스
트리트뷰 역시 의심됐다. 확인을 위해 서류에 명시된 기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으나 번호는 결번으로
나왔다.
벨기에 업체에서 보내왔던 제품 분석 자료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사기피해 사례 2) 벨기에 바이어가 한국 업체로 보내준 사업자등록증을 구글에 검색해본 바벨기에에서
존재하지 않는 서류이며, 하단 부분에 명시된 ‘벨기에 통상산업부' 역시 없는 부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방법: Ministere du commerce et de l’industrie Republique Federal de la Belgique를 복사해 구
글 사이트 검색). 또한, 서류 발급자(Zacharie Perevet)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카메룬 정치인으
로 나왔으며 벨기에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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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가 보낸 가짜 사업자 등록증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홈페이지 주소 확인 및 직접 접촉 추천
벨기에 기업의 홈페이지 주소는 통상적으로 .be로 끝나고 있다(간혹 .eu로 끝나는 경우도 있음). 만약
바이어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바이어 회사명과 다르거나 또는 이상할 정도로 긴 경우 진성 여부를 의심
해 볼 필요가 있으며, 메일로만 교신하기 보다는 바이어 연락처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잠깐이라도 통화를
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바이다. 많은 사기성 업체들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바이어의 메일
하단에 전화번호가 명시됐더라도 직접 전화해 보는 경우 없는 번호로 나오거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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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업체와 거래를 하게 되면, 바이어사가 샘플 발송을 먼저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벨기에 경제부 홈
페이지를 통해 기업의 실존여부 먼저 확인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이 외에도 전술된 방법들을 통해
바이어사의 진성 여부에 대해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 무역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진성 기업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한 이후에도 업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KOTRA 바이어 연락
처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무역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 분쟁 해결 절차
벨기에로 수출 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서로 책임을 미루려 하는 성향이 있어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
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법적인 조치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적 해결이 가장 좋은 방안이므로, 벨기에
수입업체와 면담 및 접촉 등을 통해 합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 수출업체는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에 대해 사전적인 준비를 하고, 분쟁 발생
시 합의적 해결이 안됐을 경우 기업 전문 로펌 혹은 컨설팅 전문 업체에 접촉해 조력을 받는 것이 안
전하다. 벨기에 내 한국인 변호사가 있는 로펌은 아래와 같다.
로펌

정보
- 담당자: 박대영 대표
- 전화번호: +32 2 300 5930

YGP(Young & Global Partners)

- 이메일: ygp@ynpglobal.com
- 홈페이지: http://ynpglobal.com
- 주소: 101 Avenue Louise, 1050 Brussels
- 담당자: 유현채 변호사
- 전화번호: +32 2541 1853

Alterys

- 이메일: h.yu@alterys.be
- 홈페이지: www.alterys.be
- 주소: chaussee de La Hulpe, 177/19 – 1170 Brussels

152 / 305

벨기에 국가정보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일반 환경
전략적 국제도시
벨기에는 외국인이 거주하며 사업을 하기에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EU 본부가 위치해 있는 벨기
에는 수도인 브뤼셀 지방만 해도 200여 개가 넘는 외국기업이 존재하며, 유럽항공안전기구
(Eurocontrol), NATO 본부 등 국제 단체 및 로비스트들이 많아 전략적 국제도시로서의 중요성을 가지
고 있다. 이 밖에도 지리적으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영국과도
가까이 있어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리고 있다. 또한, 고수준의 인력자원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됐
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제2대 항구인 안트워프 항구로 물류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철도, 공항, 도로, 통
신망 등 인프라 구조가 매우 발달돼 있다.
이 밖에도,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국가답게 벨기에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외국
인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벨기에 내 외국인 수는 약 129만 명으로
벨기에 총 인구의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인 브뤼셀의 경우 외국인 비중은 34.6%에 달하고
있다(2017년 6월 6일 확인 기준 가장 최근 수치). 이 같이 벨기에 내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이유
중 하나로 벨기에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존중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경상도밖에 되
지 않는 작은 면적을 가진 벨기에에는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공용어만 3개이며, 이 같은 언
어적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조화롭게 융합돼 있다. 이에 따라 벨기에인들
은 다른 문화 및 언어를 배타하기 보다는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성향이 커 외국인들이 사업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투자 매력도
스위스 경제연구소(KOF)는 매년 국가별 경제∙사회∙정치 등 다방면에서의 글로벌화를 기준으로 국가의
국제화 수준을 평가한 글로벌화 지수(Index of Globalization)를 발표하고 있다. 2017년 발표된 KOF의
'Index of Globalization 2017'에서 벨기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세계 3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서
개방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된 바 있다.
2017년 세계 10위 개방국가 순위
순위

국가

지수(*100점 만점 기준)

1

네덜란드

92.84

2

아일랜드

92.15

3

벨기에

91.75

4

오스트리아

90.05

5

스위스

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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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지수(*100점 만점 기준)

6

덴마크

88.37

7

스웨덴

87.96

8

영국

87.26

9

프랑스

87.19

10

헝가리

86.55

62

한국

67.03
주: 100점 기준

자료원: KOF 'Index of Globalization 2017'
벨기에는 일찍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호를 완전히 개방해 왔다. 소유 지분, 송금, 진출 산업 분야 등
에 있어 외국인 기업에 특정한 제한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세제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과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벨기에에서 매출액 순으로 100위 내 기업 중 약 70%, 3500위 내 기업 중 약
30% 이상이 외국인 기업이라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벨기에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과 더불어 외국
인 투자에 대한 높은 개방도를 보여준다.
벨기에의 외국인 투자 매력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일명 'Notional interest’(가상이자 제도)라고 부르
는 기업의 고유자본 투자에 유리한 세제조치에 기인하는데, 벨기에 정부가 2006년에 이 세제 조치를
도입한 것도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세제 덕분에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벨
기에에 행정본부를 두고 있다. 그러나, Ernst & Young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벨기에의 투자
매력도가 예전에 비해 조금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전문가들은 벨기에의
‘높은 인건비’를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6년도 기준으로 벨기에 시간당 임금은 39.2유로를
기록했는데, 이는 덴마크(42유로)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U-28 시간당 평균 임금은
25.4유로이며, 유로존 국가의 경우 29.8유로).
2016년 EU 시간별 평균 임금 비교

자료원: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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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연방정부는 이 같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고율임금 억제를위
해 2013년부터 임금동결 정책을 시행하는 등 임금 상승 제한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2016년 8월
31일에는 현재 적용 중인 33.99% 법인세를 순차적으로 인하해 2020년도에 20%까지 낮춘다는 계획
을 발표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벨기에 연방정부 총리
Charles Michel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율 인하는 2017년도부터 적용돼 2017년(27%), 2018년(24%),
2019년(20%) 등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사업 여건
벨기에 국가 체제가 1993년 이후 완전히 연방 체제로 변형되면서 연방정부는 통화, 세제, 사회 보장
제도, 외교 등 국가 주체성과 직접 연계된 분야의 정책을 주도하고 그 외 분야는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외국인 투자도 지방 정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 투자 지역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 당국과 투자 지원을
협상해야 한다. 벨기에 정부는 벨기에에 진출을 원하는 외국 기업 및 벨기에 기업 등에 대해 차별을 두
지 않고 동등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벨기에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때 외국 기업의 경우 벨기에 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항
목들을 충족하는데 있어 국내 기업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회사 설립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벨기에 내 회사를 설립한 이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나가는 외국 기업
들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다. 2003년 5월 11일 왕령은 벨기에 내 진출 절차들이 좀 더 간편하도록
개정됐는데, 일례로 설립자에게 최종학력 서류를 요구하던 예전과는 달리 현재는 설립자의 학력보다는
실질 분야 경험에 더 가중치를 두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특정 분야들은 전문기술이나 라이선스들
이 요구되는데, 구비사항들은 벨기에 연방경제부(Federal Public Service Economy)에서 제공하고 있다.
ㅇ 벨기에 연방 경제부 홈페이지: http://economie.fgov.be/en/
정부의 투자 정책 및 외국인 우대 정책
벨기에 정부는 투자 장려를 위해 투자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벨기에 소
재 기업은 세제 혜택을 비롯해 다양한 우대제도를 누릴 수 있다. 투자자의 국적이나 사업 유형과는 관
계 없이 일반적인 투자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투자는 직접적으로 신규 설비, 확장, 전환, 현대화 등과
관련돼야 하며 국가 이익과도 부합해야 한다. 벨기에 내 외국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형태로 취
급되기 때문에 외국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제도는 없으나 경제 활성화, 고용 증진의 일환으로 벨기에 정
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벨기에에는 기업들의 외국인
인력채용의 용이성을 위해 특수 비거주자 세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고용된 외국인 고급인력(매니저나
과학자급)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벨기에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하고 있다. 이들의 이사 비용, 주
택 임대비용, 교육비 등 벨기에 내에서 일하는 도중 발생되는 수당 역시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과세 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열의 및 지원
벨기에 각 지방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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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자유치 지원 및 지방 정착 컨설팅
- 각 지방 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지방 투자환경 및 법률제도, 투자유치 동향 및 인센티브, 법
인 설립 절차 등 투자유치에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 지역경제개발기관과의 밀접한 협력으로 투자에 가장 적절한 공장 혹은 회사설립 공단 제안 등 최종
투자입지 선정 지원
- 관련 금융기관들과의 미팅 마련
ㅇ A/S를 통한 외투기업 애로사항 해결
- 해외기업의 투자진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접촉해 이들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방안
을 모색해 원활한 비즈니스 투자환경 유지
ㅇ 잠재적 외투기업 발굴
- 세계 각지에 파견된 상무관을 통해 벨기에에서 판매 또는 제조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업체들로 정기적
으로 접촉 및 홍보
세관, 세무, 노동관청의 행정 투명도
벨기에 행정 투명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도 꽤 높은 수준으로 여겨진다. 전반적인 행정의 투명도도
높을 뿐더러 행정기관의 접근성 역시 용이한 편이다. 그러나, 연방국가인 특성상 각각의 지방정부에서
자치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별 정책 및 절차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지
방 내에서도 관할 행정기관마다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지만, 동일한 기준이 없는 행정’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 투자 위험도
벨기에는 EU 집행위 및 의회 등 많은 국제기구들이 위치하고 있는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국가이기 때문
에 국가투자 위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유리한 가상이자 공제 등의 친 기
업조세제도와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외투기업들과 투자가들의 지속적인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제 국가신용등급 평가회사인 S&P, Fitch는 2017년 벨기에의 국가
신용등급을 각각 AA, AA-로 평가했는데, 이처럼 벨기에는 외국투자자들에게 매우 안전한 환경을 조성
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투자 유치 기관
벨기에에는 연방 국가로서 연방정부와 3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돼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업무
분야도 연방정부의 권한과 지방정부의 권한이 분리돼 있다. 각 투자기관들은 벨기에 진출 혹은 사업확
장을 하려는 기업들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으며, 보유 중인 데이터베이스(D/B)
를 바탕으로 직접 상담을 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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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권한 및 외국인 투자 유치 기관
외국인 투자 유치 조치 중 조세 분야(세제 혜택 등)와 입국(비자, 거주, 노동 허가 등 포함) 관련 행정
은 연방정부에 귀속되며, 관련 기관들은 아래와 같다.
ㅇ 연방 경제부 소속 경제협력부(Accords Economiques) 내 외국인 투자부(Foreign Investments
Department)
연방경제부 소속 외국인 투자부서에서는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다양한 벨기에의 세제 혜택에 대한 정
보뿐 아니라 노동허가 발급, 사회보장제도 등 벨기에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3개의 각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 기관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경
제부 소속 외국인 투자부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ㅇ 재정부 소속 외국인 투자세제지원부(Cellule de fiscalité des investissements étrangers)
1997년, 벨기에 연방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의 일원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벨기에 조세제도
는 물론 실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정부 내에 외국인 투자 지원부를 설치했다. 재정부
소속 외국인 투자세제지원부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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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권한 및 외국인 투자 유치 기관
각 지방정부에는 자체적 투자기관이 존재하며, 이들 투자기관은 해당 지방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벨기에 기업과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차별대우를 두지 않는다.
지방별 투자기관은 아래와 같다.

다. 투자 장려 분야
외국기업들이 벨기에에 주로 투자하는 산업은 제약분야와 운송 및 물류산업 분야로 들 수 있다. 전통적
으로 화학분야도 핵심적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인데, 최근에는 유럽 경기침체로 인해 예년과 달리 동 분
야 투자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벨기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분
야는 환경분야로, 2050년부터 신재생 에너지의 100%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 동 분야 투
자에 대해 많은 국가적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도, 벨기에 정부는 R&D 분야에 대
해 비용을 공제해주며 동 분야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R&D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당기비용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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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지출액의 13.5%)나 이월 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세액 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현재 적용
되는 법인세 33.99%에 따른 세금 납부액에서 13.5%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R&D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지방정부의 R&D 보조금 세금 면제, 외국인 연구인력에 대한 세금특례 등
을 누적 적용해주고 있다. 또한, 고급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해 R&D 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 소득의 원
천징수액의 80%까지 세금 납부를 면제해주고 있다.
라. 제한 분야 및 금지 분야
투자 제한
벨기에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벨기에 기업의 인수 또는 설립을 제한하거나 또는 통제하는 특별한 법규
는 없으나, 투표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할 경우에 이를 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Banking
and Finance Commission)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당해 기업의 자본 또는 경영에 대한 벨기에인의 참
여를 요구하는 법규도 없다. 단, 예외적으로 은행, 보험, 식품 제조 또는 판매, 유통업과 같이 일정 조
건을 준수해야 하는 분야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벨기에에는 노동법에 의한 고
용 및 해직 조건, 노동 시간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제외하고 현지인 고용의무 규정은 없다.
오히려 현지 고용 창출 시 신규 채용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당국(ONSS)
에 등록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불법 고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그
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 당국에 지불해야 한다. 이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용을 하는 경우가 특히 요식과 건축 분야에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최근 단속이 강화됐다.
투자 금지
벨기에에서는 따로 투자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 그러나 독성물질, 의약품, 다이아몬드 가공, 연마
(Polishing), 가스·전기 공급, 임대(Leasing), 공공운송, 안보, 몇몇 통신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에는
당국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또한 카지노 등에 대한 사업 역시 당국으로부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은행, 보험, 금융서비스에 관련된 분야에는 금융재정서비스 당국(Autorité des services et
marchés financiers)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동 분야에 대한 투자 승인은 EU 기업과
EU 외 기업에 대해 승인 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나, EU 외 외국기업이 EEA에 속하는 기업이거나
WTO 협정에 속하는 국가의 기업일 경우 EU 내 기업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마. 투자 유치정책 및 최신 동향
벨기에 정부는 일찍부터 외국인 투자 진출을 환영해왔지만. 최근에는 더욱 정책적으로 유치활동에 나서
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 지원 조치가 지방정부 관할권에 소속되면서 각 지방정부는 서로 경쟁적으로 외
국인 투자 유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벨기에의 대표적 투자유치 제도 중 하나인
Tax ruling(세무문제 사전 답변) 제도에 대한 제동이 걸려 문제가 되고 있다. 2016년 1월 11일 EU 집
행위는 Tax ruling에 대해 ‘불법’ 판정을 내리며, 벨기에 당국에 35개 다국적기업들로부터 미납된 7억
유로 추징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집행위 결정으로 벨기에 내 외국인 투자 유출에 대한 국내 우려가 심각
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벨기에 정부는 집행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2016년 3월
22일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 항소를 제기했다. Tax Ruling
제도가 벨기에의 주요 외투유치 제도인 만큼, 동 항소건에 대한 향후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
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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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인센티브제도
가. 벨기에 정부 투자 인센티브 지급 내역
고용보조금
벨기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장애인, 노인,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시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
원하거나 혹은 기업의 사회보장세를 감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에 연간 최고
4,000유로의 사회보장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미숙련 노동자나 장애인 고용 시 필요한 기술
적 훈련과 관련된 비용들은 각 지방정부 기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보조금
대기업, 중소기업, 투자지역(낙후 지역),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보조금의 형태는 현금 보조 또는 무이자
대출로 구분된다. 현금 보조 때 신규 환경 규정에의 적응을 위한 기존 시설 대체 투자의 경우 투자 비
용의 12% 지원, 기존 환경 규정보다 더 강화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시 투자액의 15%까지 지원된
다. 한편, 무이자 대출 시에는 직업 훈련 프로젝트 비용 및 외부 컨설팅 조사 의뢰 비용의 50%가 지
원된다. 적용 대상은 오염 감축 또는 방지를 위한 설비, 오염 지역 정화, 환경 문제로 인한 공장 이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승인 투자액의 최고 75%까지 보조금이 부여된다.
현금 지원 대상은 토지, 건물 또는 신규 시 설비재(신규 사업자의 경우 중고 사무용 가구) 등 유형 고
정자산 매입, 특허권, 신규 투자 목적의 시장 조사 등 무형자산 매입 등이다.
Patent box 제도
연구개발 투자를 유치하고 특허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벨기에는 2008년부터 특허수익 공제법
(Patent Income Deduction)이라는 Patent Box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벨기에 기업 또
는 외국기업의 벨기에 지사는 총 납세대상 수입 중 유효 특허 수익의 최대 80%까지 수익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총 유효 특허수익의 20%에 대해서만 표준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허권과
보충적 보호 인정서(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이하 SPC)가 이 특허수입 공제법에 포함
되지만, 상표권, 디자인, 프로세스, 무역 및 과학에 대한 경험 관련된 정보 등은 제외된다.
이 제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경우 2007년 1월 1일 이후 등록됐거나 상업적으로 사용됐어
야 하며, 그 이전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벨기에 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벨기에 지사 내에서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특허권 및 SPC에 한정된다. 특허수입공제에 적용되
는 특허권은 반드시 벨기에 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벨기에 지사에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발됐
어야 한다. 즉, 벨기에 기업이 특허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이 기업이 특허권의 제품 또는 방법을 추가적
으로 개량해야만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같은 개량을 통해서 인수한 특허권에 대해
추가 개량한 기술을 포함하는 특허를 획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한편, 상기 특허개발 활동은 벨기에 법
인이 소유한 연구개발 센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연구개발센터는 벨기에가 아닌 타 국가에 설치
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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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투자 장려를 위한 세제 특혜(Notional interest deduction; NID)
벨기에 정부는 투자 유치의 주요 무기로서 2007년부터 자기 자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가상이자율
공제(Notional interest deduction; NID)라 일컫는 세계에서 유일한 투자유치 제도를 도입했다. 가상이
자율이란 기업이 투자를 위해 순자산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더라면 은행에 지급해야 할 대출이자(가상적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가상이자율)을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가상이자면
제의 기준은 외국기업이 자기자본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벨기에에 설립한 자회사(외투기업)
에 차관형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세제는 현재 외국인 유치세제조치로서 가
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는 첫째로, 벨기에 법인의 실질적인 법인세가 전반적
으로 감축되는 동시에 세금 지불 후 투자 수익이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자본집약 투자를 장
려하고 다국적 기업이 그룹 내 재무관리와 구매 또는 대금결제 업무를 전담하는 자사를 세우는데 유리
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ㅇ 적용원칙: 기업이 투자한 자기 자본금에 대한 가상 이자비용(즉, 해당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
을 시, 은행에 지불해야 할 이자액)을 법인 과세 표준액에서 공제한다.
일례로, 납입자본(share capital) 100,000유로에서 법인의 그룹 계열사 간 대출 이자율이 4%가 적용된
다고 가정할 때, 법인의 과세 이전 이자수익은 4000유로이다. 이때, 이자수익에 대해 벨기에 명목 법
인세율 33.99%가 적용된다면 법인은 법인세로 총 1,359유로를 지불해야 하지만 가상이자 공제제도를
적용하면, 과세액은 2,869유로로 감소돼 결국 실제 법인세율은 24.15% 밖에 되지 않는 효과가 발생
한다.
구분

NID 적용 전

NID 적용 후

과세이전 이자수익

4,000유로

4,000유로

가상이자공제 적용(%)

-

1,131*

과세액

4,000유로

2,869유로

법인세 적용후 과세액

1,369유로

966유로

실제 적용 세율

33.99%

24.15%

주*: 2017년 적용되는 가상이자율 1.131%
이렇듯 벨기에 가상이자율 공제제도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율을 낮추고 투자 수익성을 높임으로
써 벨기에에 자본 집중적 투자유치와 함께, 다국적 기업들의 벨기에 내 그룹 회계 등 업무총괄 관련 지
사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2017년 적용되는 벨기에 가상이자율은 대기업의 경우 1.131%이며, 중소기
업의 경우 1.631%로 책정되고 있다. 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기관명
Service Public Fédéral
FINANCES,
Cellule Fiscalité des
Investissements Etrangers

내용
- 주소: Parliament Corner, Rue de la loi 24, 1000 Brussels
- 전화번호: +32.2579.3866
- 이메일: taxinvest@minfin.fed.be
- 홈페이지: www.taxinvest.belgium.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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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국가정보
2005년 도입된 벨기에 Tax Ruling 제도는 납세의무자와 세무당국 간 향후 납세대상 소득과 그에 적용
될 세제를 미리 협의하는 제도로, 해외 투자가들은 동 제도를 통해 투자전부터 투자 후 발생되는 비용
및 수익에 대한 미래의 납세 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대규모 설비투자 혹은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시점 또는 향후
수익 발생시점에서의 세부담 정도가 투자와 관련된 전략 결정에 주요 변수가 되므로, 벨기에의 중요 투
자 유치제도의 하나로 여겨진다. 벨기에 정부는 Tax Ruling 제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마련해
기업에 좀 더 협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 자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를 파악하기 위해 세무당국과 사전 면담할 수 있고, 면담 후에는 반드시 이 제도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
는 없다. 이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래와 같다.
부서
Service des Décisions
Anticipées en Matière
fiscale(SDA)

내용
- 주소: Parliament Corner,Rue de la loi 24, 1000 Brussels
- 전화번호: +32.2579.3800
- 이메일: dvdsda@minfin.fed.be
- 홈페이지: www.ruling.be

영화, 영상 등 시청각 영상 제작산업 진흥을 위한 Tax Shelter 제도
벨기에 Tax Shelter 제도는 영화 및 시청각 영상 제작산업의 부흥을 위해 2004년 도입된 투자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영상산업에 투자한 투자자는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벨기에 정부는 Tax Shelter 제
도를 통해 벨기에 투자유치 활성화뿐만 아니라 벨기에 영화 및 영상산업의 부흥 및 일자리 창출을 꾀
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2천명 가량의 투자자들이 10억 유로 규모를투자했
으며, 총 600개 이상의 영화가 이 제도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벨기에 기업 이외의 해
외 제작사들 역시 현지 중개제작사를 통해 Tax shelter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할리우
드 등 대형 상업영화 제작사들도 이 제도를 이용한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1월부터는 제도 개선을 위해 투자 위험성 감소, 투자금액 한도 인상 등 일부가 개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Tax shelter 제도를 통해 제작된 영화들

자료원: Warner Bros, Wild Bunch, YRF Entertainmen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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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국가정보
투자 대상 작품은 영화, 극장·TV용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영화, 단편 영화, 에피소드형식을 취한 시리
즈물, 만 0~16세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교육용 드라마 혹은 시리즈물 등이 해당된다. 벨기에 기업 및
벨기에에 진출해 VAT 번호를 부여 받은 외국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송제작사, Tax
Shelter 투자 중개업체, 투자대상이 되는 제작사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투자방식으로는 직접투자 방식
을 취하며, 벨기에 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중개업체를 통한 투자도 가능하다(제도 개정 전에는 직접투자
60%, 대출투자 40%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음). 투자자는 전체 작품 제작비용의 50% 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으며, 최대 투자 한도액은 241,945유로로 제한된다.
투자자는 투자액의 3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세 받아 실질 과세소득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
감세 한도액은 750,000유로로 제한되며, 투자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총액의 50%를
넘을 수 없다. 만약 투자액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투자자는 투자금액 회수 안정성을 고려한 2015년 개정
법안(la loi du 12.5.2014)에 따라. 투자금액의 최소 10%의 해당하는 금액상환을 보장받고 있다. 해외
영상제작사 역시 Tax Shelter 제도를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으나. 작품 대상은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
니메이션 장르에 한하며, 반드시 벨기에 영상산업 프로덕션과 합작을 통해 제작돼야만 가능하다.
벨기에 Tax shelter 제도에 관련된 공식 문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부서

내용

- 주소: Boulevard du Jardin Botanique, 50, B-1000 Bruxelles
Cellue Tax Shelter,
- 전화번호: +32.2577.6745
Service Public Fédéral Finances
- 이메일: taxshelter@minfin.fed.be
(연방 재정부 내 Tax Shelter 부)
- 홈페이지: www.finances.belgium.be
R&D 관련 인센티브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 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벨기에 정부는 R&D 지출에 대한 비용을 공제해주
고 있다. R&D 지출에 대해, 당기비용공제(R&D 지출액의 13.5%)나 무기한 이월공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비용 공제 대신 세액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적용되는 법인세 33.99%에 따른
세금 납부액에서 13.5%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한편, 비용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미사용 공제
(Excess deduction)는 세액공제로 전환이 가능하고,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5년간의 미사용 공제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R&D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잔존가치 40%까지 허용), 지방정부의 R&D 보조금 세금 면제,
외국인 연구인력에 대한 세금특례 등이 누적 적용된다. 이 밖에도 보다 많은 고급인력들을 국내로 들여
오기 위해, 벨기에 정부는 R&D 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 소득의 원천징수액의 80%까지 세금 납부를
면제해주고 있다.
스타트업(Start-up) 기업 인센티브
스타트업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벨기에 정부의 투자 지원정책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
다.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투자와 스타

163 / 305

벨기에 국가정보
트업 기업에서 신규 발생하는 주식에 대한 투자방식이 있는데,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는다. 다만, 신생 스타트업 기업 내 투자로는 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없고,
4년 이상 된 스타트업 기업이어야 한다. 최대 투자가능 금액은 100,000유로로 제한되며, 투자 시 초
소형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45%를,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분 투자의
경우 7,500유로이며, 대출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15,000유로로 제한된다. 벨기에 정부는 이 인센
티브 제도를 통해 향후 5년간 1,000개 가량의 스타트업 기업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인센티브 지급 조건
인센티브 지급을 받기 원하는 기업은 먼저 투자를 계획하는 지방 투자유치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며, 각
지방의 관련기관은 아래와 같다.
지방
플란더스 지방
왈로니아 지방
브뤼셀 지방

기관명
- PMV(Participatiemaatschappij Vlaanderen)
- FIT(Flanders Investment Fund)
- Sowalfin(Société Wallonne de financement et de garentie des PME)
- CIW(Caisse d’investissement de Wallonie)
- SRIB(Société régionale d’investissement de Bruxelles)

기업은 인센티브 신청 시 재정 보고서, 기술평가자료, 예상 고용자 수, 투자로 인한 예상 환경영향 평
가서 등 투자계획에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이후, 각 지방 해당 기관은
기업의 서류 제출 이후 며칠 이내로 예상되는 인센티브 내역을 주지만 최종 승인을 얻기까지는 몇 달
이 소요될 수 있다.
다. 최신 정보
2016년 1월 11일, EU 집행위는 벨기에의 대표적 투자인센티브 제도로 불리는 Tax ruling(세무문제 사
전 답변) 제도에 대해 ‘불법’ 판정을 내리며, 벨기에 당국에 35개 다국적기업들로부터 미납된 7억 유로
를 추징을 요구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Ruling 제도 안에서 다국적기업의 이윤과 일반
독립기업의 가상적 이윤을 비교하고 다국적 기업의 이윤을 과세산정으로부터 제외해온 것으로 밝혀졌
다. 즉, 다국적 기업의 이윤을 동일한 상황 내에서 일반 독립기업(stand-alone company)이 진출하는
경우의 이윤을 계산한 다음, 독립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상적 평균이윤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이
윤(Excess profit)에 대해서는 과세산정으로부터 제외시켜 온 것이다.
일례로, 다국적기업 A의 벨기에 내 총 이윤이 1천만 유로로 가정했을 때 독립기업의 평균이윤을 산출
한 금액이 4백만 유로로 추정되는 경우, 벨기에 정부는 A사의 과세소득 기준을 4백만 유로만 보고 평
균기준에서 초과되는 나머지 6백만 유로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 같은
벨기에 당국의 조세특혜제도를 이용해 타국에서 발생한 이익자본을 벨기에로 이동시켜 신고했으며,
50~90% 가량의 납세 부담을 경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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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Tax ruling 제도에서의 초과이윤 구조

자료원: EU 집행위
벨기에는 이 같은 Tax Ruling 제도를 통해 Atlas Copco, BASF, Pfizer Animal Health, Omega Pharma
등 총 35개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했으며, 이들 기업에 적용된 세제특혜 규모는 무려 20억 유로에 달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집행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의 초과이윤 총액에서 벨기에 당국이 추징해야 할
과세액은 총 7억 유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 경쟁총국(DG Competition) 위원 Margrethe
Vestager는 벨기에의 Tax ruling 제도에 대해 "기업 투자유치제도가 아닌 ‘다국적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불공정한 조치이며,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 제
도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원칙이 다국적 기업 이윤액에서 독립기업 가상이윤액을 제외한 차액
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실제적 이윤규모를 내는 일반 중소기업들은 이같은 특혜 없
이 납세의무를 져오는 등, 벨기에 Ruling 제도가 기업간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집행위 결정에 대해, 벨기에 내 외국인 투자 유출에 대한 국내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벨기에가 35개 다국적 기업들로 7억 유로를 추징하는 경우, 세금규모도 규모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벨기에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집
행위의 결정은 현재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규제가 아닌 이전부터 적용돼 오던 제도에 대한 소급적용으
로, 향후 외투기업들은 동 제도 이외에도 현재 적용 중인 다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Johan Van Overtveldt 벨기에 재무부 장관은 EU 내 외투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EU국들 역시 벨기에와 유사한 투자유치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강대국에 대해
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소국인 벨기에에만 집중 타깃을 두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만일 벨
기에의 Ruling 제도가 문제가 된다면 모든 EU국가 내에서 시행 중인 외투유치제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벨기에 정부는 집행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2016년 3월 22일 EU 사법재
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
다. Tax Ruling 제도가 벨기에의 주요 외투유치제도인 만큼, 동 항소건에 대한 향후 사법재판소의 판결
이 어떻게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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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투자동향
가. 외국기업 투자 통계
벨기에는 전통적인 경제개방 국가로 국제 교역의존도가 매우 큰 나라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인
투자가를 통한 자본,기술 유입 및 고용 창출은 벨기에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벨기에에 유입되는
외국 투자액의 특징으로는, 투자 전액이 실질적 경제에 직접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벨기에에 소재
중인 다국적 기업의 유럽본부로 향하는 일명 ‘거쳐가는 자본(Transit capital)’ 형태라는 점을 들 수 있다.
2016년 기준 벨기에는 유럽 국가 중 외국인 투자규모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국 중 가장 많은 투
자를 유치 중인 국가는 영국이며 그 뒤로 독일, 프랑스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EU국별 외국인 투자규모 유치

자료원: Ernst&Young
최근 5년간 벨기에 내 외국인 투자 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조 109억 달러, 2013년 9,240억
달러, 2014년 5,256억 달러, 2015년 4,687억 달러 등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가 2016년 총
4,748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소폭 회복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최근 5년간 벨기에 외국인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투자액(Inbound)

1,010,967

924,020

525,612

468,710

474,885

주: Stock 금액 기준(2017.6.8 확인 기준)
자료원: Unc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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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업체 Ernst&Young에서 2017년 5월 발표한 2017 벨기에 투자매력도(Baromètre de
l'Attractivité belge 2017)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벨기에는 총 200건의 투자건수를 기록하며 전년대
비 -5% 감소했으나, 투자프로젝트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개수는 총 3,309개로 오히려 전년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벨기에에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영업&마케팅 분야로 2016
년 기준 동 분야 내 총 82건의 투자가 발생했다. 그 뒤를 이어 제조업이 52건으로 두 번째로 많이 투
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뒤로 물류(40건), R&D(15건)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14~2016년 분야별 외국인 투자 추이

자료원: Ernst&Young
나. 지역별/국가별 투자 동향
벨기에 내 주요 외국인 투자 국가로는 미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 이들 국가들
의 투자규모가 전체 외국 투자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별 외국기업 투자를 살펴보면 플란
더스 지방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6년 기준 총 105건의 투자를 기록하며 벨기에
전체 투자의 5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 당시 74건의 투자유치에서 2012년
84건, 2013년 110건, 2014년 121건, 2015년 141건 등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에는
예년에 비해 투자유치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건수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25.5% 감소했으며(141건→105건) 신규 일자리 창출 역시 1,804개를
창출하며 전년대비 -24% 감소를 보였다(2,387개→1,804개).
왈로니아 지방의 경우 2011년 39건, 2013년 38건, 2014년 55건의 투자를 유치하며 증가세를 이어오
다 2015년 41건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6년에는 전년대비 17.1% 증가한 48건의 투자를
유치하며 다시금 회복세를 보였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 역시 전년대비 15.3% 증가한 845개를 기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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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브뤼셀 지방의 경우 2012년 37건, 2013년 36건, 2014년 22건 등 타 지방 대비 투자실적이 높지
않았으나 2016년에는 총 47건의 투자를 유치하며 왈로니아 지방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브뤼셀
지방의 일자리 창출건수의 경우 총 660건을 기록했다.
다. 주요 외국 투자기업 소개
TNT, 리에쥬 지방에 허브 대규모 투자
국제적인 특송기업 TNT Express는 2014년 4월 30일, 운송의 효율성 향상과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자
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벨기에 리에쥬 허브에 수천만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
는 ‘Extra-Fit’으로 배송 소요시간의 단축, 직원들의 건강 및 안정성의 향상, 비용절감을 위한 업무 통합,
운송과정의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설 자동화 및 항공 보안시설 강화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이 투자로 인해 업무의 프로세스가 단축돼 50% 가량 효
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1998년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리에쥬 공항의 TNT 유로허브 설
치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투자로 밝혀졌으며, 프로젝트의 완성은 2016년으로 예상된 바 있다. 이 회사
는 이번 투자를 통해 유럽 지역 내 항공과 육상 네트워크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고, 이를 이용한 서
비스 강화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일랜드 기업 Xtratherm, Feluy시에 화학제품 생산공장 설립
아일랜드 화학기업 Xtratherm은 왈로니아 지방 Feluy시 화학산업단지에 16,000m² 규모의 폴리우레
탄 등의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2014년 말 완공됐다. 벨기에가 독일, 프랑스, 네덜란
드 등 서유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Feluy시가 안트워프 다음으로 석유화학 특화단지라는 점,
2011년부터 꾸준히 진행된 왈로니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독일 북 라인-베스트팔렌 지방,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이 후보지였음) 등을 주요 투자결정 요인으로 꼽았다. 공
장 건설에 총 3천만 유로가 투입됐으며, 이번 투자로 연간 1천만 개의 폴리우레탄 단열재 제품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Skechers,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에 유통센터 확장 투자계획 발표
미국 풋웨어 생산기업인 Skechers는 벨기에에 2002년 21,000m² 규모의 유럽유통센터(European
Distribution Center, EDC)를 설립했다. 이 밖에도, 2009년에는 23,000m² 규모를 추가적으로 확장한
바 있다. 제품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이 유통센터의 재확장을 결정했으며, 유통센터는 2014년 말 완공
됐다. 이 같은 확장으로 Skechers 유럽유통센터(European Distribution Center, EDC)의 총 면적은
70,000m²에 달하고 있다.
현재 Skechers사 제품은 안트워프항을 통해 유입된 후 이 유통센터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유통되고 있
는데, Skechers사는 이번 추가 확장 투자를 통해 유럽 물류산업 내에서의 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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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China-Belgium Technology Centre(CBTC) 건립
중국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R&D를 활용한 고도화된 진출로 벨기에 투자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왈로니아

지방

Louvain-la-Neuve

내

대규모

China-Belgium

Technology

Centre(CBTC)를 건립한다고 발표했는데, 동 테크놀로지 센터에는 200여 개사 이상의 중국 및 벨기에
기업들이 입주해 양국 공동 R&D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투자규모는 2억
유로로 중국 국영기업인 United Investment Group사에서 90%, Juxing International Technology
Investment사에서 10%의 지분을 투자하게 되며, 시공은 2016년 6월 20일부터 착수돼 2018년 말에
오픈 예정이다. 한편, 센터 설립에 따라 총 1,6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비율은 중국인 40%, 벨기에인 60%로 구성 예정).

4. 한국기업 투자동향
가. 개요
1968년 이후 한국의 대벨기에 투자건수(신고 기준)를 살펴보면, 2017년 3월까지 총 126건의 투자건
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8억 9,693만 달러가 신고됐으며 실질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18억
5,642만 달러가 투자됐다. 또한, 2017년 3월까지의 신규 법인수는 총 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도매∙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총 126건의 신고건수 중 제조업에 대한 신고건수가 37건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
어진 분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도매 및 소매업 35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15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건, 운수업 7건, 부동산 및 임
대업 4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건, 건설업 2건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2017년 1~3월 한국의 대벨기에 신고 투자건수는 3건으로 총 1,689만 달러가 투자됐다. 업종별로 살
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에 1건(4만 달러),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1건(1,500만 달러),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1건(185만 달러)이 투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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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업종별 투자 추이(1968~2017년 3월까지)
(단위: 건수)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나. 주요 투자진출 실적
대표적인 투자기업으로 롯데제과를 들 수 있다. 2008년 6월, 롯데제과는 벨기에 초콜릿 회사 길리안을
1억 500만 유로로 100% 지분을 인수했으나, 투자금 조달이 벨기에가 아닌 제3국에서 이루어진 관계
로 투자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2010년에는 온라인 게임회사 NEXON이 투자 전문 자회사인 NXBH B.V.B.A를 설립했다.
그 외 주요 지상사로는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등이 진출해 있다.
다. 우리 기업 투자 통계 현황
2008년~2017년 3월까지 한국 기업 벨기에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3월)

건수

9

5

12

4

5

7

8

14

6

3

금액

54.9

97

317.6

349.7

305.1

180.1

343.2

24.3

56.1

16.8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신고금액 기준)
한국기업의 대벨기에 투자 추이(1968년~2017년 3월까지)
(단위: 건수)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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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대벨기에 투자 추이(금액별)
(단위: 천 달러)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기업 진출현황
가. 주요 기업 진출현황
2017년 6월 기준, 벨기에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총 9개사로 기업별 세부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기업명

진출지역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분야

기아자동차

브뤼셀
(Brussels)

www.kia.com/be

(32-3)7609700

-

자동차

길리안
(롯데제과)

신트니클라스
(Sint-Niklaas)

www.guylian.com

(32-3)7609700

info@guylian.be

초콜릿

두산산업차량

신트니클라스
(Sint-Niklaas)

www.doosan-iv.eu

(32-3)7600987

info@doosan-iv.eu

지게차

삼성전자

브뤼셀
(Brussels)

www.samsung.com/ (32-2)201be_fr
2418

-

자동차
(대 EU
협력)

아시아나항공

브뤼셀
(Brussels)

www.flyasiana.com

현대자동차

브뤼셀
(Brussels)

(32-2)753항공 운
aabrusfz@flyasiana.com
0791
송 (화물)
info@hyundaibru.eu

자동차
(대 EU
협력)

www.hyundai.eu

(32-1)4562200

info@hyundai.eu

건설 중
장비, 지
게차

www.nxc.com

(32-2)6472220

nxc_info@nxc.com

투자

www.hyundai.be

(32-2)2050360

현대 중공업

길
(Geel)

NXMH

브뤼셀
(Bru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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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

몽스
(Mons)

www.dilli.co.kr

(32-6)5701838

(32-6)570-1838

인쇄기계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6. 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
가. 투자진출 성공사례
모비스 벨기에 유럽 부품 센터(MPE-BE: Mobis Parts Europe-Belgium)
2016년 7월, 현대모비스는 벨기에 베링겐(Beringen)시에 약 56,198㎡(1만 7천평) 규모의 중앙물류센
터를 신축했다고 밝혔다. 이 중앙물류센터는 관할지역에 A/S 부품을 공급하는 일반 물류센터를 담당할
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헝가리에 위치한 지역물류센터들로 부품을 배송하는 물류허
브 역할을 맡고 있다.
기존에는 한국 본사로부터 주 3회씩 항공편을 통해 유럽 내 각 센터로 필요한 부품들을 직접 배송했다
면, 이제는 벨기에 중앙물류센터가 매일 A/S 부품을 통합 배송 받아 육로를 통해 동 센터들에 필요한
부품을 전달하게 된다. 이 밖에도, 해상운송 역시 주 2~3회씩 진행해 재고 부족 현상 없이 고객 요청
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벨기에 중앙물류센터는 각 센터별로 보유 중인 저순환 부품 역시 이관받아 통합적으로 보관하는 역할
도 수행한다. 저순환 부품은 연간 수요가 적은 부품이라 이 부품들을 중앙거점으로 옮기면, 지역 물류
센터들이 그 공간에 수요가 높은 고순환 부품들로 채울 수 있어 고객들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게 된다. 현대 모비스는 유럽 전역에 걸쳐 총 7개의 대형 물류센터와 92개의 대리점을 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 리드타임이 길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물류거점을 추가로 구축해 유럽 내 현대기아
차 운전자들의 A/S 만족도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제과, 초콜릿 회사 ‘길리안(Guylian)’ 인수
롯데제과는 2008년 일본 롯데와 공동으로 벨기에 브뤼셀 인근 신트 니클라스(Sint Niklaas)에 위치한
초콜릿 회사 길리안(Guylian)을 인수했다. 인수금액은 약 1억 5백만 유로 규모로, 롯데제과와 일본 롯
데는 각각 51:49의 비율로 출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길리안은 해마와 조개 모양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초콜릿 생산기업으로, 현지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브랜드이다. 이 회사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 미국 등 9개 지역 내 판매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96%가 유럽시장 중심의 해외 매출일 정도로 전 세계적인 판매망을 구축한 기업이다.
롯데는 인수 과정에서 한국 파견 인력을 최소화하고 현지 직원과 조직을 최대한 유지해 성공했다는 평
가를 받았다. 또한, 롯데는 길리안 브랜드를 내세워 국내 초콜릿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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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국내 유통을 시작했다. 2013년에는 100억 원 규모의 매출액을 달성할 정도로 국내 초콜
릿 시장내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나. 투자 진출 실패사례
한국 물류기업 A사
A사는 1980년대에 유럽 2대 항구인 안트워프 도시 내 법인을 설립하고 벨기에에서 해상 물류 비즈니
스를 시작했다. 이후, 수출·수입의 많은 물동량으로 상당한 매출액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는 유로존 경기침체로 인해 안트워프 항구 내 선박 출입이 현저
히 감소되자, 해상물량도 이에 따라 크게 급감해 안트워프 지사의 매출도 크게 감소했다. 여기에 모기
업의 경영사정 또한 심각하게 악화돼 결국 2013년 상반기에 철수를 해야 했다.
한진해운 안트워프점 철수
한진해운은 벨기에 안트워프 항구에 전용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트워프시 북쪽에 지점(Branch)
형태로 진출해 있었다. 2017년 2월, 세계 7위 해운회사였던 한진해운의 공식 파산신고에 따라 벨기에
한진해운 지점 역시 철수하게 됐다.

7. 주요 투자법 내용
가. 개요
벨기에는 일찍이 외국인 투자개방을 통해 자본,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함께 기술, 아이디어 교류 활
성화를 추구해왔다. 이 밖에도 소유지분, 송금, 진출 산업 분야 등에 있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
한을 두는 법규도 없다.
벨기에 정부의 투자지원정책은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1992년 이
후 국가 체제가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로 분권화되면서부터 재정과 연계되는 투자유치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은 지방정부 권한으로 이전됐다. 따라서 지방정부마다 투자 지원 조치 및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벨기에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북부의 플란더스 지방, 중부의 브뤼셀 지방, 남부의 왈로
니아 지방 등 3개의 지방정부에 투자계획을 제출해 담당 지방정부 당국과 협상 후 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벨기에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므로 외국인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감독기관은 없으며, 벨기에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 FSMA(Autorité des services et marchés
financiers)에서 국내 투자에 대한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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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벨기에 투자 관련 법규
벨기에 내 외국기업 투자 관련 법은 왕령 1995.12.20(Arrêté royal du 20 décembre 1995 relatif aux
entreprises d’investissement étrangères) 내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이외의 주요 투자 관련 법규들은
아래와 같다.
법명

관련 법령

법령 2016년 10월 25일
투자 서비스 및 자문 활동, 포트폴리오관리, 지위 관련 법
(Loi du 25 octobre 2016)
(à l’accès à l’activité de prestation de services d’investissement et au * 동 법령은 기존 법령 1995
statut et au contrôle des sociétés de gestion de portefeuille et de 년 4월 6일을 대체 및 보완하
conseil en investissement)
며, 2016년 11월 28일부터
발효 중
돈세탁 및 테러자금 억제 관련 법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utilisation du système financier aux fins
du blanchiment de capitaux et du financement du terrorisme)

법령 1993년 1월 11일
(Loi du 11 janvier 1993)

금융 분야 및 금융 서비스 감독 관련 법
(relative à la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et aux services
financiers)

법령 2002년 8월 2일
(Loi du 2 août 2002)

금융기관, 투자기업, 공모펀드 관리 회사의 감독 관련 법
(relatif au contrôle sur base consolidée des établissements de
créditdes entreprises d’investissementet des sociétés de gestiond’
organismes de placement collectif)
기업 규칙(Company code) 관련 법
(Code des sociétés)

왕령 1994년 8월 12일
(Arrêté royal du 12
août1994)
법령 1999년 5월 7일
(Loi du 7 mai 1999)

다. 외국인 투자 제한
벨기에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벨기에 기업의 인수 또는 설립을 통제하는 별도의 법규는 없고, 당해 기
업의 자본 또는 경영에 대한 벨기에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법규도 없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 외국인
기업과 내국인 기업 간 차별을 두지 않으며, 오히려 벨기에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는 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투자 한도액, 투자 비율, 지분 소유 등에 대한 제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규모의 25% 이상을 벨기에 정부가 지급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벨기에와 EU 기업으로만 제
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적 공익을 해치는 사업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해 천연자연을 파괴하는 등의
사업은 사전허가 없이 투자할 수 없는데, 이는 벨기에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나열된 몇몇 분야의 투자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별도의 투자 제한이나 금지는 없으
나, 개인사업자로서 벨기에에 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벨기에에서 자
영업을 영위하려면 영업 성격에 따라 현지 직업 자격증과 학력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인의 경우 한
국에서와 동종의 직업 자격증이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벨기에 정부로부터 동격 인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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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동격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또는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실상 투자 진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8. 투자방식
가. 개요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방식은 소유정책에 따라 달라지는데, 투자자의 경영참가 여부에 따라 해외직접
투자와 해외간접투자로 구분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해외투자라고 하면 해외직접투자를 의미한다.
해외직접투자는 주식, 채권과 같은 자본시장 투자보다는 공장을 짓거나 경영참가 등을 통해 회사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직접투자 방식에 대한 예로 현지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부동산 취득 등을
들 수 있다.
벨기에에서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기업의 투자방식은 투자형태와 주체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데, 주체별로 구분했을 때에는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나뉘며, 투자형태별로는 현지 법인, 지사, 연락사
무소로 나눌 수 있다.
단독투자를 통해 진출을 원하는 기업은 현지 법인 또는 지사, 연락사무소의 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
는데, 법인 형태를 선택할 것인지 또는 지사, 연락사무소를 선택할 것인지는 각 기업별 전략에 따라 달
라지게 된다. 합작투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 벨기에 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형
태로 합작법인의 형태 및 구조, 투자자의 의무 및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합작투자 계약서 및 정관에
따른다.
나. 주체별 구분
단독투자
단독투자는 말 그대로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투자자 및 외국 투자자는 100%
자기자본으로 벨기에 내 법인 또는 지점 등을 설립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벨기에에서는 단독투자에
사전 투자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단독투자의 경우 기업단독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관계로, 의사결정 및 경영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다는
점과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벨기에 신규 시장
개척에 따른 리스크 및 단독투자로 인한 높은 비용 등을 단점으로 볼 수 있다.
합작투자
현지 내수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투자보다는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투자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투자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제조업 투자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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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를 선택하는 편이다. 합작투자를 선택하는 기업들은 기업경영 분담을 통해 기술 및 자본들을
상대방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이용할 수 있고, 위험을 같이 분담한다는 점에서 상호이익적인 해외
투자방식으로 고려되고 있다. 합작투자는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특허권 등 무형자산, 경영 및 기술 노하
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전에는 단독투자방식이 많이 이용돼 왔다면, 최근에는 합작
투자를 통한 해외진출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의 사전 투자승인이 요구되지 않으며, 국내 투자자와 합작을 통해 유
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의 신규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벨기에에 설립된 기존의 외국 투자
기업은 또 다른 외국 투자자와 협력해, 새로운 100%의 외국 투자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합작투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투자 파트너 기업 선정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현지 시장을 잘 알고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것처럼 합작투자의 장점으로는 파트너와 투자자금 및 위험부담에 대한 분담과, 투자 파트너로부
터 현지상황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반면, 합작 파트너와 경영방
법 및 전략 등에 관해 의견차이가 커질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이 어렵고, 기술이전으로 인해 향후 경쟁기
업으로 만들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다. 법률상 구분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로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을 지니며, 벨
기에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거의 대부분이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됐다. 유한책임회사는1인유한책임회사
와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 책임은 초기 발기인인 1명에 한하며, 회사 운영 결정사항에 대해서 문서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1
인 유한책임회사는 개인기업의 장점을 누릴 수 있으며, 특히 회사자산과 개인자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개인세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피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2인 이상 복수의 동업자로 설립된 민간회사로, 각 동업자는 각기 투자한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으며 동업자의 권한은 일정 조건 내 에서만 양도가 가능하다. 일정 조건 하에서
부부가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회사 존속기간은 무한정이지만 정관
에서 회사의 존속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와 더불어 벨기에의 대표적인 법인 형태로, 유한책임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대규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의결기관은 주주총회이며, 이사회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필
수로 두어야 한다. 이사회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경영위원회(Comite de direction)에 운
영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주식양도의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영진에 대한 주
주들의 관리감독이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주주의 의사표시는 유한회사에 비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식회사의 법정 최소 자본금은 6만 1,500유로이며, 최소 자본금의 25%인 1만 5,375유로를 납입자
본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 신고에 필요한 회사정관에는 회사명, 소재지, 자본금 규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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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최소 비용, 발행 주식의 총수, 주식 종류, 주식 발행 종류, 공고 형식 등이 포함된다. 주식회사는 주
주의 변경과는 관계없이 기업 존속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한회사와 비교했을 때 설립절차가
까다롭고 여러 복잡한 제약이 뒤따르는 단점을 지닌다.
개인회사
개인회사의 경우 설립절차가 간소하고 적은 자본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유
한책임회사와는 달리, 개인자산과 회사의 자산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무한책임 의무를 지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사업자 개인은 물론 사
업자의 가정 자산까지 모두 회사 부채 지불에 사용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채권 발행이나 상장 등 재
무적인 유동성이 없어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9. 진출형태별 절차
가. 개요
벨기에 법이 인정하는 회사 형태로는 주식회사(société anonyme; 불어로 SA / 네어로는 NV), 유한책
임회사(société privée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PRL/BVBA), 스타트 기업 유한책임회사(Société privée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tarter; SPRL-S/S-BVBA), 합명회사(Société en nom collectif; SNC/VOF), 개
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유한책임회사(Société en commandite par actions; SCA/CVA), 비영리
조직(Association sans but lucratif ; ASBL/VZW), 국제 비영리조직(Association internationale sans but
lucratif; AISBL/IVZW), 합자회사(Société en commandite simple; SCS/GCV), 무한책임합동회사
(Société coopérative à responsabilité illimitée; SCRI/CVOA), 유한책임합동회사(Société coopérative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C/SCRL-CV/CVBA) 등이 있다. 벨기에에 투자 진출한 기업들의 대부분은 주
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으며, 소규모 투자인 경우에는 유한책임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벨기에에서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투자기업의 현지 지사 유형으로는 벨기에 법의
적용을 받는 현지 법인 자회사(subsidiary incorporated under Belgian law) 또는 외국법(모회사)의 적
용을 받는 현지 지점(branch incorporated under the law of a foreign county)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나. 투자진출 형태
현지법인
자회사는 벨기에 법의 적용을 받는다. 회사 운영방식에 있어서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는 적어도 2인
이상의 이사 (director)로 구성된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의해 운영돼야 하고, 이사 국적에 대한
조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매일 회사를 관리할 일상 운영권을 1인 또는 다수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현지법인 자회사인 경우에는 1인의 이사에 한해 위임권을 부여할 수 있
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현지법인과 외국법인 지점과의 차이점은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로,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현지법인에서만 지게 되지만 지점의 경우는 한국 본사에까지 그 책
임 소재가 있다. 금융 문제에 있어서, 현지법인의 경우 벨기에 내 금융이나 투자에 대한 것들을 자유롭
게 시행할 수 있으나, 지점은 이런 금융 활동에 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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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의 자회사의 경우에는 생산이나 판매를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와도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져 손익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철저히 현지 기업으로서 현지화된 영업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점의 경우는 이익
은 본사에 귀속되고 현지법인의 자회사인 경우는 현지법인에 귀속된다.
지사
지사는 외국인 법인체로서 지사가 속한 본사 소재 국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사도 벨기에 회계법에 의
해 회계사무를 집행해야 하지만, 현지법인 자회사처럼 지사 자체의 연차 회계보고서를 발표할 의무가
없는 대신 본사의 연차 회계보고서가 벨기에 공식 언어(불어, 네덜란드어) 중 하나로 발표돼야 하며, 1
부는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사의 연차 회계 보고서는 해당국 회계법에 의해 감사, 공인돼
야 한다. 따라서 지사의 단점은 본사의 회계 기밀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 비영리 지점을 의미하며, 산업 동향 등 각종 시장 조
사 및 기업들과의 접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별한 설치절차는 없고, 관련 구비서류를 기업창
구(Guichet d’entreprise)에 제출한 후 기업번호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연락사무소의 경우라도 사무
소 등록을 위해서는 벨기에 정부로부터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카드 세부내용에 대해서
는 아래의 회사 설립절차 항목을 참고할 수 있겠다.
다. 회사 설립절차(사전 조사, 일반 절차 및 회사 설립절차 포함)
사업자 카드
EU와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국적 이외의 외국인이 벨기에 내에서 회사
(지사 및 연락사무소 포함)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자 카드(Carte professionnelle)를 신청하
고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자 카드 신청은 벨기에 도착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 중인 국가의 벨기에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벨기에에 이미 거주 중인 경우에는 벨기에 인증기업 창구(Guichet d’entreprise agréé)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벨기에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진출분야에
대한 자격요건(학위 등)을 충족해야 하고 진출계획이 벨기에에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사업자 카드 발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 신청서 2부
- 신청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유효한 여권
- 의료진단서 원본
- 이력서(세부사항 명시)
- 학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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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목적 및 세부계획이 담긴 레터 1부
- 신원조회증명서 1부
사업자 카드 발급 신청서 예시

자료원: 브뤼셀 지방정부
통상적으로 사업자 카드 발급 요청을 받은 대사관이나 기업창구는 신청을 받은 일부터 5일 이내에 연
방정부(경제부와 외교부)에 이를 통보하고, 경제부는 창업 허가 자격여부(기술성, 금전성 등)를, 외교부
는 신청인의 체류조건에 대해 심사를 해왔었다. 그러나, 2015년 1월 1일부터 사업자 카드 발급 관할이
연방정부가 아닌 3개의 지방정부로 그 권한이 이전됐다.
이에, 카드 발급신청은 해당 대사관 영사과 또는 벨기에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기업창구(Guichet
d’entreprise)를 통해 가능하다(예: A 기업이 브뤼셀 지방에 회사를 세우려는 경우, 대사관 또는 기업창
구는 연방정부가 아닌 브뤼셀 지방 당국으로 접촉하는 형태). 기업창구는 통상적으로 신청을 받은 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지방당국(direction de l'Emploi et des Permis de travail)에 신청서류를 전달하게
된다. 신청을 받은 각 지방당국은 기업의 진출 세부계획, 신청자의 기술전문성, 금전성, 회사 운영형태
등 벨기에 진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시행한다. 카드 발급기간은 심사에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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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므로 정확한 발급기간은 파악하기 힘드나 대부분이 3~4개월 정도 걸리는 편이며, 카드 발급 비용은
약 140유로이다. 사업자 카드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갱신이 가능한데, 갱
신에 필요한 비용은 90유로이다.
- 관련 링크: http://emploi.wallonie.be/home/travailleurs-etrangers/carte-professionnelle.html
지방별 관련 지방당국 접촉처
구분

내용
- 기관명: Bruxelles Economie et Emploi Direction de la Migration
économique

브뤼셀 지방

- Tel: +32 (0)2 20413 99
- Fax: +32(0)2 204 15 28
- 주소: Bd du Jardin botanique 20, 1035 Bruxelles
- 기관명: Direction de l'Emploi et des Permis de travail
- Tel: +32 (0)81/33439

왈로니아 지방

- Fax: +32 (0)81/334322
- Email: professionalcard@spw.wallonie.be
- 주소: Place de la Wallonie 1, 5100 Jambes
- 기관명: Departement Werk en Sociale Economie
- Tel: +32 (0)2 553 08 80

플란더스 지방

- Fax: +32 (0)2 553 44 22
- 주소: KoningAlbert II- laan 35 bus 20, 1030 Brussels
- Email: beroepskaart@vlaanderen.be
자료원: 각 지방당국 홈페이지

서류 준비
벨기에 내 회사 설립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서류 준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은 경우 추가 작성 또는 수정 자료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벨기에 정부에 회사 등록을 위해서는 서류가 프랑스어(브뤼셀/왈로니아 지방)
또는 네덜란드어(브뤼셀/플란더스 지방)로 준비돼야 하지만 일단 국문, 영문 서류를 바탕으로 공증을
받은 후 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을 수 있다.
아포스티유는 2007년 12월 14일부로 발효된 국제적 협약으로, 협약 가입국 간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
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 공문서를 인증하
는 다자간 협약이다. 벨기에의 경우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에 관한 협약 체결국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는 벨기에 내에서도 동일한 공문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 같은 아포스티유를
거친 문서는 벨기에에서 관련 언어로 번역 및 공증 후 제반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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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형태별 절차
현지법인-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구분
최소설립인원
최소자본금
증서
납입자본

주식회사(NV/SA)

유한책임회사(BVBA/SPRL)

2명

1명

61,500유로

18,550유로

공증인에 의해 작성된 회사 정관

공증인에 의해 작성된 회사 정관

61,500유로의 1/4(즉,15,375 유로) 6,200유로의 1/5(즉,1,240유로)

재무계획서

재무계획서(Financial plan) 제출 의무 재무계획서(Financial plan) 제출 의무

주식양도

동업자간의 사전 합의 없이 불가능(가
족사업이 대부분 유한 책임회사 유형
회사정관 혹은 주주동의 내에서 가능 을 택하는데, 가족사업의 특징을 보존
하기 위해 주식이 이방인으로 양도되
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
- 구좌 개설 확인서
- 회사정관(공증인에 의해 작성돼야 함)
- 상업재판소에정관 등록
- 상업재판소는 회사정관이 등록되면 사업자 등록부(Crossroad Bank for
Enterprises)에 입력하고 기업 번호를 받음. 관보공고도 상업 재판소에서

구비 서류 및 절차(공통)

처리됨.
- 공증인은 회사정관을 재무부 등록소에 등록함.
- 부가가치세무소에서 부가가치세 번호 신청
- 기업창구(Guichet d’entreprise)에 업종 등록
- 상기 절차는 경제부 소속인 기업창구(Guichet d’entreprise)*에서 대행
가능. 기업창구 리스트는 아래 회사 설립을 위한 벨기에 정부지원 항목 참
조
지사 및 연락사무소

구분

지사

연락사무소

최소 설립인원

1명

1명

설립자본

요구되지 않음

요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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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의 정관사본(번역본)
– 본사의 현지지사/연락 사무소 설립 결정 확
인서

– 본사의 정관사본 공증

– 지사 운영 책임자 임명, 운영 권한 명시 문 – 본사의 현지 대표사무소 설립
구비서류

서

결정 확인서

– 은행구좌개설 확인서

– 대표 사무소 책임자명

– 본사정관 번역본, 본사의 현지 지점 설립 결 – 본사 최근 연차보고서 번역본
정 확인서, 지점 운영 책임 자 및 권한을 명시 (언어는 불어, 네덜란드어 또는
한 문서

독일어로 번역돼야 함)

– 본사 최근 연차 회계 보고서 사본(언어는 불
어, 네덜란드어 또는 독일어로 번역돼야 함)
– 구비서류를 상업법원 등기소(greffe du
tribunal de commerce)에 등록하고, 등기관은
회사정관이 등록되면 사업자 등록부(BCE) 입
력, 기업 번호 생성
절차

유의사항

– 본사정관 사본은 재무부에 등록
– 부가가치세무소에 부가가치세 번호 신청
– 상기 절차는 경제부 소속인 기업창구
(Guichet d’entreprise)*에서 대행 가능. 기업
창구 리스트는 아래 회사설립을 위한 벨기에
정부지원 항목 참조

– 특별한 설치 절차는 없고, 관련
구비서류를 기업창구에 제출한
후 기업번호를 받을 수 있음.

– 본사는 지사/연락 사무소 운영에 충분한 비용을 조달해야 함.
– 현지 지사나 지점/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해 한국에서 3개월 이상 현지에 거
주할 대표를 파견할 때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 비자와 노동 관련 서류(사업자
카드 또는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함.

회사 설립을 위한 벨기에 정부 지원
벨기에는 회사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회사 설립에 필요한 행정을 정보화하고, 중앙 기업 데이터
뱅크(Central databank) 역할을 하는 사업자등록부(Banque-Carrefour des Entreprises)의 비즈니스 원
스톱 서비스(Business One-Stop-Shop)를 마련해 회사 설립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2003년 7월, 벨기에 정부는 회사 설립의 용이성을 위해 회사 설립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기업창구
(Guichet d’entreprise)를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기업창구는 상공회의소나회계사무소 등으로 경
제부의 공인을 받은 민간기업이나, 이용 서비스 수수료는 경제부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기업창구 리스
트는 경제부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데, 곳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회사설립 장소에서 가까운 기업창구
를 선택하면 된다. 2017년 6월 12일 기준, 벨기에 경제부 인증을 받은 기업창구는 8개가 있으며 리스
트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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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창구 리스트
기업 창구명

주소 및 웹사이트
주소: Buro & Design Center, Esplanade du Heysel, BP 65 - 1020

Acerta

Xerius

Bruxelles
웹사이트: www.acerta.be
주소: Rue Vesale 31 - 1000 Bruxelles
웹사이트: www.xerius.be
주소1: Rue Colonel Bourg, 113 - 1140 Bruxelles

Eunomia

주소2: Oudenaardsesteenweg 7 - 9000 Gent
웹사이트: www.eunomia.be

Formalis

주소: Rue du Lombard, 34-42 - 1000 Bruxelles
웹사이트: www.formalis.be

Securex

주소: Avenue de Tervueren, 43 - 1040 Bruxelles
웹사이트: www.securex.be

Partena

주소: Rue des Chartreux, 45 - 1000 Bruxelles
웹사이트: www.guichetentreprises.partena.be

Zenito

주소: Quai de Willebroeck 37 - 1000 Bruxelles
웹사이트: www.zenito.be

UCM

주소: Chaussée de Marche 637 - 5100 Wierde
홈페이지: www.ucm.be
자료원: 벨기에 브뤼셀 지방정부

라. 인수합병(M&A)
벨기에 내 회사를 설립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및 복잡한 절차 등을 피하고 투자비용의 절감을 위한 방
법으로는 인수합병을 들 수 있다. 기업의 ‘인수(Merger)’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
득하면서 얻는 경영권을 지칭하며, ‘합병(Acquisition)’은 두 개 이상의 독립적 기업이 단일한 기업으로
탄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수에는 대상기업의 자산 및 영업권 등의 포괄적인 권리를 매수하는 자산인수 방식과 주
식매수를 통한 회사의 경영권 인수인 주식인수를 들 수 있다. 합병으로는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을 흡수
하는 흡수합병, 양 기업이 합병해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 등이 있다.
벨기에 인수합병은 EU 경쟁법(EC Merger Regulation 139/2004)을 따르고 있는데, 이 경쟁법은 기업
의 인수합병이 EU 단일시장 내에서 독과점을 형성해 효과적 경쟁(Effective Competition)을 저해할 경
우 시장규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해 규율하는 법이다. 이 규정으로 인해 각 회원국마다 승인 심사를
따로 요청할 필요 없이 EU 집행위에 1회 신청 후 심사를 받게 되면 모든 회원국에 적용이 되는 이른
바 One-stop shop 서비스이다. 다시 말해, 집행위는 자산규모에 따라 기업결합의 사전 또는 사후 신고
를 접수하고, 기업결합 진행 과정 중에 위법성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중단시키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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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기업결합을 원하는 기업은 집행위에 계약 후 결합완료 이전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는 결
합과 관련된 기업들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거나, 경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도 이 기업결합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해 집행위에 사전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업은 당해 기업결합이 특정 회원국 시장 내 경
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심사 요청 시 관련 보고서를 집행위에 제출할
수 있다. 집행위는 보고서를 받은 즉시 모든 회원국에 전달하고, 기업결합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명시
된 해당국은 보고서를 전달받은 일자로부터 15일 내에 자체 심사를 완료한다. 만약 기간 내 답변을 하
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국 내 기업 결합에 대한 사전 동의로 간주된다.
집행위는 신고 접수 후 근무일 기준 25일 이내에 사전 조사를 하고 승인, 조건부 승인 및 거부 결정을
내린다.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승인이 완료되면, 집행위는 관련 기업명, 결합 종류 및 관련 업종에 대한
사실을 공시하는데, 이때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사전 승인 이후 집행위는 근무일 기준 90일 내에 본 심사를 마쳐야 하며, 심사 결과 역시 승인, 조건부
승인 및 거부로 나뉜다. 또한, 집행위는 심사를 위해 해당 기업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 및 경영상황, 서
류, 기타 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권리가 있다.
만약 집행위에 제출한 서류나 증명서, 신고서 등이 허위이거나 조사기간 내 허위정보 제공, 조사 방해
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의 액수는 기간, 위반의 중대성,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집행위의 최종 결정사항은 EU 관보에 공시되는데, 만약 최종 결정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EU 하급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에서 제소를 할 수 있다.

10.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가. 개요
벨기에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은 현지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펼치기도 하지만, 회사 사정 등으로 인해 법
인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벨기에는 근로자 보호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의 청산은 해산을 전제로 하며, 법인의 모든 법률적 관계를 종료시킨다. 청산은 해산 후 법정절차
에 따라 회사의 채권채무 정리 및 회사의 잉여재산을 처리하며, 최종적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해 회사 법
인자격이 소멸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한편, 기업의 ‘청산’과 ‘파산’은 엄연하게 다른 의미이다. 청
산은 기업이 채무를 정리하고 스스로 회사를 정리하는 반면에, 파산은 법원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업이 철수나 청산을 할 때에는 벨기에 기업법을 준수해야 한다. 완벽하게 철수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
으면, 철수 후 투자했던 현지 법인은 벨기에 정부로부터 계속적으로 세무 보고를 요구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과세가 매겨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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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법령 포함)
철수 및 청산 결정
벨기에에서 회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① 회사 정관에서 규정된 영업기한의 만기, ② 법에 의한 결정,
③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나뉘어진다. 회사 청산이 결정되었으면 주주총회는 청산절차를 거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회사대표로부터 작성된 법적 근거
- 자산 및 부채가 명시된 자산 운용 보고서(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 위원(Commissioner) 보고서. 위원이 없는 경우, 외부회계사의 보고서
청산인 임명
회사를 청산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한 명 이상의 청산인을 임명해야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대표자가 청산인이 된다. 이때, 청산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한다(2006년 6월 2일 왕령 제 2조항). 만약, 기업 청산의 원인이 법에 의한 결정에 따른 경우,
청산인은 기업에서 자의로 임명할 수 없고 법원으로부터 직접 지명된다.
법원은 기업에서 임명한 청산인 자격에 대해 검토하고 만약 청산인으로 부적격 하다고 판단될 시 임명
을 해제할 권한을 지닌다. 이 경우, 청산인은 법원으로부터 지명 받게 된다.
한편, 청산을 원하는 기업은 1명이 아닌 2명 이상의 여러 청산인 후보를 지정한 후 법원에 제출해 법
원에서 청산인을 직접 지명해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청산(Liquidation) 보고서 작성 및 채무의 변제
청산인은 회사의 재산 상황을 조사해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들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청
산 만료 한 달 전에 관련 보고서를 본사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회사 채권자에 변제를 하며 모든 부채
의 변제가 완료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게 된다. 이때 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분배된다.
청산문 제출
청산인은 청산절차 개시일로부터 6~12개월 사이에 해당 상업재판소 기록부(Greffe du tribunal de
commerce)에 가서 기업 청산 상황을 담은 세부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산절차 개시 2년째부
터는 매년 제출해야 한다(기업코드 제 189 bis 조항).
총회로부터 청산 종결에 대한 승인을 얻으면 이를 상업재판소에 신청하고, 벨기에 왕령(Moniteur
belge)에 청산 종결에 대한 총회의사록을 공고한다. 왕령 공고 시 기업의 법인격은 소멸된다.
회사 등록 소멸
이후, 벨기에 사업자 등록부(Banque carrefour des entreprises)는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기업을 말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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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이사항
2014년 5월 14일, 벨기에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청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기업 해산에
대해 간소화하는 제도(La procédure de liquidation simplifiée, 왕령 2014년 5월 14일 제108조항)를
만들었다. 다만, 청산할 때 기업채무가 없어야 하며 모든 주주들로부터 만장일치를 얻어야 하고, 청산
인(liquidateur) 지명이 안 돼 있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청산을 원하는 기업은 외부 회계사와 감독인 각 1명을 지정해 최근 3개월 내의 기업 자산 및 채무 상
황 보고서(active et passive)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가 통과되면, 이사회를 소집해 청산에
대한 동의를 얻으면 즉각적인 해산이 가능해진다. 이후, 관련 서류에 대한 공증(Le notaire)을 받고 서
류를 상업재판소 제출 및 벨기에 왕령(Moniteur belge)에 청산 종결 관련 공고를 내면 된다.

11. 투자입지여건
가. 개요
벨기에는 한국 경상도의 면적으로 내수시장 규모는 작지만 유럽의 주요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
란드 등과 이웃해 있는 등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게르만족을 비롯해 로만, 앵
글로 색슨족 등 유럽 내 다양한 인종과 문화, 언어권이 만나는 교차점으로도 볼 수 있으며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3개 언어가 공용어인 만큼 다국어를 구사하는 인력 또한 많다.
이 같이 주요 유럽 소비시장의 중심에 위치한 벨기에 시장의 진출은 벨기에에만 국한된 시장이 아닌, 5
억 명 규모의 EU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도로, 수로, 철도, 항공 등 밀도 높고 효율적으로
연결된 교통 인프라는 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신속하고 쉽게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를 하기 위한 적합한 환경과 입지를 가지고 있다.
벨기에에 진출한 많은 외국기업들은 이러한 벨기에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 판매전략 거점을 벨기에에
설립한 후 다국어가 가능한 소수의 현지 인원을 고용함으로써 유럽의 주요 시장을 커버하고 있다.
스위스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Index of Globalization 2017에서 벨기에는 전년도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며 전세계적으로 국제화 수준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4년 발표된 Ernst &
Young 자료에 따르면 벨기에 내 외투기업의 투자건수가 유럽 5위를 차지하는 등 투자매력도가 매우
높고, 많은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
나. 특별경제구역 소개
벨기에에는 연방국으로 국가차원의 특별경제구역은 없다. 투자정책은 각 지방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전담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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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지방의 경우, 여타 지역 대비 경제수준이 다소 낮은 지역인 Anderlecht, Bruxelles, Forest,
Molenbeek-St-Jean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브뤼셀 지방의 경제개
발구역 위치는 아래의 지도를 참고할 수 있다.
브뤼셀 지방 내 경제개발 구역

주: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투자 인센티브 추가 지역임.
자료원: 브뤼셀 지방정부
한편, 인센티브는 기업의 진출방식,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
해서는 아래의 투자 담당기관으로 문의할 수 있겠다.
기관명

정보

브뤼셀 지방 경제 및 고용부(기업지원 주소:Bd du Jardin Botanique, 20, 1035 Brussels
부)
Bruxelles Economie et
Emploi(Direction Aides aux
entreprises)

Tel: +32 (0)2 800 34 29
Fax +32 (0)2 800 34 28
Website:www.werk-economieemploi.irisnet.be/investissements-generaux#intervention

북부 플란더스 지방 또는 남부의 왈로니아 지방의 경우, 브뤼셀 지방과 유사한 별도의 경제구역은 존재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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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별 투자 및 입지 여건
연방국가인 벨기에는 플란더스 지방(북부), 브뤼셀 지방(중부), 왈로니아 지방(남부) 등 3개의 지방으로
구분되며, 지방마다 고유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다.
즉, 각 지방정부는 투자 및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 재무적, 기술 및 실무적 분야에 관
련된 전문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과 무료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플란더스 지방은 유럽 내에서 투자매력이 큰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유럽 2대 항구인 안트워
프 항을 비롯해 신차 운송이 활발한 제브리쥬 항구, 바이오 연료 운송의 선두를 지키고 있는 겐트 항구
등 훌륭한 인프라 구축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안트워프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해운, 물류기업들이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700여
개의 유럽 물류센터(European Distribution Centers)가 플란더스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 안트워프항이
세계 최대의 물류 수송기지 중 한 곳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바다에 인접하면서도 철도, 육로,
수로 등 모든 수송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플란더스 지방은 공업이 일찍
이 발달한 까닭에 기존 산업단지가 포화된 상태라 대지가 부족해 신규 산업단지의 설립이 타 지방에
비해 어려운 실정이다.
플란더스 지방 행정부 연락처

왈로니아 지방의 경우, 플란더스 지방에 비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대지의 여분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 외국 제조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정부 당국은 신 산업단지 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5월 29일 왈로니아 지방정부는 디지털 경제, 혁신기술을 위한 마셜플랜 4.0(Plan Marshall
4.0)을 채택했다. 플란더스 지방과 브뤼셀 지방 대비 경제적으로 다소 뒤쳐져 있는 왈로니아 지방경제
를 활성화시켜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진흥이 주요 목적이다. 동 플랜에 총 29억 유
로가 투입되며 이 중, 4억 6,800만 유로가 투자 환경 조성 프로젝트에 지원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내용은 기업투자에 필요한 재원 보조, 신규시장 개척 또는 진출 확대를 위해 현지 사무실 개설 시
초기 운영비 일부 지원,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Biowin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기업 자문 등으로 다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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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왈로니아 지방정부는 지역별 투자유치 전담그룹(Walloon
Economic Development Agencies Group)을 두고 지역별 투자여건, 입지여건 등 종합적 상담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 정보는 아래와 같다.
기관

정보
- 메일: info@wallonie-developpement.be

Walloon Economic Development
Agencies Group

- 주소: Avenue Sergent Vrithoff 2, 3rd floor, B5000 Namur
- 전화: +32 (0)81 71 71 77
- 팩스: +32 (0)81 71.82.58
- 홈페이지: http://www.wallonie-developpement.be
왈로니아 지방 행정부 연락처

브뤼셀 지방정부 역시 혁신계획 2020(Plan Regional pour l’Innovation 2020)을 세우고 R&D 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브뤼셀 지방 GDP의 3%가 혁신 프로젝트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
며 그 중에서도 의료분야, 환경분야(그린경제), 전자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진행 중이다. 2016년에는
총 5,716만 유로가 투입됐으며, 2017년도에는 총 6,251만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브뤼셀 지방 행정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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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지역별 투자유치를 위한 EU 차원의 특별 지원금 제도가 있다. 지원기금은 7년을 주기로 그
금액이 정해지는데, 벨기에의 각 지방정부는 위 기금으로 지역별 투자 보조금을 지원해 외투기업유치를
통한 지방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07~2013년 벨기에 정부가 EU로부터 받은 지원금액은 총
23억 유로였으며, 벨기에 내 왈로니아 지방의 Hainaut 주와 플란더스 지방의 경우 Limburg 주에 가
장 많이 쓰여졌다.
2014~2020년의 경우, EU로부터 받은 벨기에 지원액은 총 22억 8,000만 유로로 이 중 약 10억 유로
가 왈로니아 지방에, 약 9억 4,000만 유로가 플란더스 및 브뤼셀 지방에 지원될 예정이다. 나머지 지
원금은 EU 내 공동협력 및 벨기에 실업구제 정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라. 산업단지 리스트
벨기에에서 산업정책의 입안 및 추진은 전적으로 해당 지방정부의 소관이며, 따라서 각 지방정부별로
독자적인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지속돼 온 기초과학 연구 풍토를 지금도 적극적으
로 계승해,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학계-연구’의 네트워크가 매우 잘 구축돼 있다.
여러 분야의 산업단지 중에서도 벨기에 정부의 바이오 산업 집중 육성 정책과 맞물려 이 분야의 클러
스터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인구 1,100만 명이 조금 넘는 벨기에는 유럽
바이오 산업 전체에서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클러스터는 단순한 입지 제공을 넘
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왈로니아 지방
벨기에의 바이오산업은 발전 초기 왈로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현재에도 대표적인
벨기에 바이오 기업들은 왈로니아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벨기에 내 가장 큰 바이오 산업 규모이며, 특
히 세계적인 의약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다.
왈로니아 지방의 대표적인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로 꼽히는 Biowin은 2006년에 설립되어 총 510개의
기업, 대학 및 센터가 회원으로 있으며 이 중 110개 기업은 GSK Vaccines, UCB, IBA, BAXTER를 비롯
한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다. 동 클러스터 회원사 매출규모는 44억 유로이며, 고용인원 또한 1만
4,300명에 달하고 있다. 왈로니아 지방의 제1 수출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총 수출액 중 23%가 동 클
러스터에서 달성했을 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Biowin은 현재 뇌암, 뇌염을 비롯한 뇌질
환의 치료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플란더스 지방
플란더스 지방 내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는 겐트(Gent) 지역으로, 이 지역은 루뱅(Leuven) 및 메켈렌
(Mechelen) 지역과 연결돼 집적화돼 있다. 겐트 지역의 대표적인 클러스터로는 FlandersBio를 들 수
있는데, 이 클러스터는 장기협업 프로젝트 추진, 클러스터 구성원 간의 파트너링, 대정부 설득, 교육 등
클러스터 구성원들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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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겐트 지역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겐트 과학 산업단지는 플란더스 지역의 생명공학 분야로서는 처
음 조성된 과학산업단지로 1986년에 세워졌다. 겐트대학, KU Leuven, VUB(브뤼셀 자유대학), 안트워프
대학이 공동 설립한 VIB(플란더스 생명공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VIB에서 R&D, 기술 이전 등 서비스
기업이 자연스럽게 집적된 형태를 띈다. 52㏊ 규모에 생명공학, ICT 관련 인큐베이터, 벤처기업40여 개
기업 및 연구소에서 약 1,500명이 근무 중이다.
브뤼셀 지방
브뤼셀 지방은 플란더스 및 왈로니아 지방에 비해 산업 클러스터화가 지체됐다가, 지방정부의 집중육성
정책에 힘입어 최근 유력 클러스터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EU 집행위 소재 지역이라는 입지적 우수성
과 더불어 브뤼셀 대학(ULB)을 기반으로 한 연구, 교육기관 및 고급 인력의 풍부함, 그리고 활발한 창
업 비율이라는 세 가지 장점을 기반으로 클러스터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기술력을 보유한 신생기
업의 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벨기에 산업단지 리스트
벨기에 산업단지 정보
기관명

정보

Aeropole
(Zoning Industriel)

-

공단 연락처: IGRETEC
이메일: igretec@igretec.com
주소: 1, BOULEVARD MAYENCE, 6000 CHARLEROI
전화: +32-71-20 28 11
팩스: +32-71-33 42 36
웹사이트: www.igretec.com

Seneffe-manage
Industrial Park

-

공단 연락처: IDEA
이메일: info@idea.be
주소: RUE DE NIMY 53, 7000 Mons
전화: +32-65-37 57 11
팩스: +32-65-34 69 54
웹사이트: www.idea.be

Haut-Sarts SPI
Business Park

-

공단 연락처: SPI+(Liege 경제개발공사)
이메일: info@spi.be
주소: 11 Rue du Vertbois, 4000 Liege
전화: +32-4-230 11 11
팩스: +32-4-230 11 20
웹사이트: http://www.spi.be

Orientis Business Park

공업 및 물류 혼합 산업단지로 가스, 전기, 광케이블 설비 갖춤
- 공단 연락처: IDETA
- 담당자: Pierre VANDEWATTYNE
- 이메일: info@ideta.be
- 주소: Quai Saint-Jacques 35, 7500 Tournai
- 전화: +32-69-23 4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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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32-69-23 47 00
- 웹사이트: www.ideta.be
- 공단 연락처: GOM ANTWERPEN
- 주소: geel punt industrial park Langelozanastraat 223, Bus
453, 2018 Antwerpen
- 전화: +32-3-240 68 00
- 팩스: +32-3-240 68 68
- 이메일: pom@pomantwerpen.be

Geel Punt Industrial Park

마. 지역별 과학 연구단지
각 지방정부별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 주도의 연구단지가 주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연구단지
들은 특정 대학을 끼고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대학 근처에 입지하는 등 대학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플란더스(Flanders) 지방 과학 연구단지
단지명
Haasrode Research Park
(Science Park of Leuven)

정보
- 루뱅 카톨릭대학과 IMEC(세계 유수 R&D 연구소)을 중심으
로 발달
루뱅 지역에 소재한, 규모 16㏊의 연구 단지
- 주요 연구 분야: ICT, 생명공학, 신소재

Waterfront Research Park

- Niel(안트워프와 브뤼셀 사이에 위치) 소재 40㏊ 규모
- 주요 연구 분야: 하이텍 산업
- 주소: Research Park Water Front, Galileilaan 18, 2845 Niel
- 전화: +32-3-449-18-54
- 이메일: info@waterfront.be

Science Park of
Ghent University

- 겐트대학, 플래미쉬 생명공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겐트
소재)
- 주요 연구 분야: 생명공학, ICT
- 주소: Technologiepark-Zwijnaarde 3, 9052 GentZwijnaarde

The Limburg
Science Park
The Kortrijk
Research Park

Green Bridge Science Park Ostend

- 림부르크 대학을 중심으로 1989년 설립
- 주요 연구 분야: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신소재 연구
- 루뱅카톨릭 대학의 코르트레이크 캠퍼스와
Incubation and Innovation(IICK)를 중심으로 형성
- 주요 연구 분야: 혁신 기술

Kortrijk

- Ostend 소재 과학 연구 단지로, 겐트 대학, Pom WestVlaanderen, Ostend항과 협력해 운영
- 주요 연구 분야: 에너지 효율, 환경 친화적 에너지
- 주소: Wetenschapspark 1, 8400 Oostende
- 전화: +32-59-24-27-30
- 이메일: info@greenbridg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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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로니아(Wallonia) 지방 과학 연구단지
단지명

정보
- Louvain-la Neuve 연구단지 주도로 2001년 결성

SPoW
Science Parks of Wallonia
(왈로니아
과학연구단지협회)

- 설립 목적 과학 연구 단지 개념 정립 및 활동 촉진, 이해 관계자
(산, 학, 연) 간 네트워킹 강화, 왈로니아지방 R&D 활동 촉진
- 주소: Rue Camille Hubert 2, Gembloux B-5032
- 전화: +32-81-72-88-20
- 웹사이트: www.spow.be
- 설립일:1991
- 면적: 95㏊

Aéropole Charleroi

- 입주 현황: 170개사, 3 R&D센터, 1 대학센터
- 주요 부문: 항공, 그래픽, IT, 바이오텍
- 주소: Rue des Professeurs Jeener et Brachet 12, B-6041 Charleroi
- 웹사이트: www.igretec.com/
- 설립일:1988

Crealys
Science Park (Gembloux)

- 면적: 110㏊
- 입주 현황: 115개사, 2 R&D센터, 1 BIC, 1 인큐베이터
- 주요 부문:ICT, 생명공학, 첨단기술
- 주소: Rue Camille Hubert 2, Gembloux B-5032
- 설립일:1971
- 면적: 231㏊
- 입주 현황: 276개사, 1 대학

Louvain-la-Neuve
Science Park

- 주요 부문: 생명공학, 화학, ICT, 엔지니어링
- 주소:Place Louis Pasteur 3, B-1348 Louvain-la-Neuve
- 전화: +32-10-47-80-69
- 이메일: info-parc@uclouvain.be
- 웹사이트: www.llnsciencepark.be
- 설립일:1971
- 면적: 50㏊
- 입주 현황: 72개사, 1 BIC, 1 대학, 2 전문인큐베이터

Liege
Science Park

- 주요 부문: 바이오 산업, 우주, 컴퓨터공학, 전자, 엔지니어링
- 주소: Rue de Vertbois 11, B-4000 Liege
- 전화: +32-4-230-11-11
- 이메일: info@spi.be
- 웹사이트: www.liegesciencepark.be
- 설립일: 2002

Qualitis (Enghien)

- 면적: 26㏊
- 주요 부문: R&D, 첨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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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Pavé de Soignies 7850-Edingen-Enghien
- 전화: +32-2-398-18-00
- 이메일: antoine@ideta.be
- 설립일: 1996년 설립 이후 단지 개발 계속 확대
- 주요 부문: ICT, 엔지니어링, 디지털 미디어
- Microsoft, Multitel, Materia Nova, BCRC, CERTECH 등의 첨단기
Initialis
Science Park (Mons)

술업체 입주
- R&D 벤처업체 환영
- 주소: Rue de René Descartes. 2, 7000 Mons
- 전화: +32-65-32-15-11
- 웹사이트: www.initialis.net
브뤼셀(Brussels) 지방 과학 연구단지

단지명

정보
- 1974년 설립된 최초의 브뤼셀 과학 연구단지

Da vinci Research Park

Erasmus
Research Park

- 순수한 산학 과학 연구단지보다는 첨단 기술 기업들을 집중 유치함으
로써 기술적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분야: 소프트웨어, 컴퓨터, 전자, 마이크로 전자 등 IT 산업
- 브뤼셀 자유대학 및 부설 Hopital Erasme 병원에 의해 운영되는 부지
16㏊의 과학 연구단지
- 주요 연구 분야: 의학, 제약, 생명 공학
- 일종의 인큐베이터 빌딩으로, 순수한 기술개발보다는 기업경영과 기술

Erasmus Technology Center 적 조언이 주 업무임.
- 주요 연구 분야: 의학, 생명공학
Vesalius
Science Park

- UCL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
- 주요 연구 분야: 생명공학, 제약

바. 벨기에 진출을 위한 공장 설립 가이드
1) 개요
벨기에 내 공장 설립 투자를 결정했다면, 부지 구입 전 설립할 지역의 토지 관리 행정부서를 접촉해 공
장 부지가 남아있는지의 여부와 해당 지역의 도시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구청 구역
내에서도 공업 또는 상업 활동이 허용된 지역과 완전 금지된 지역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는
공업 용수, 배수 시설, 전력 공급과 통신 시설 등 제반시설을 갖춘 산업공단이 약 230개가 있는데, 대
부분 당국에 의해 개발 및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국적에 차별 없이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
입주를 환영하며, 공단 부지의 구매와 임대가 모두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 시 특별한 규제는 없고, 다만 공증인(Notary)의 공증을 받아 등기를 해야 한다. 공증 비용
은 소재 지역과 매물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1% 이내다. 부동산 등록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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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브뤼셀 지방과 왈로니아 지방의 경우 부동산 세율은 매입가격 기준으로
12.5%이며, 플란더스 지방의 경우에는 10%이다.
2) 건축 절차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및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지 관할 구청
(Commune)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한다. 주민의 의견 조사나 환경영향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통
상 신청 후 1개월 내에 허가서가 발급된다.
영업허가는 건축허가와 더불어 관할구청 당국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영업활동의 성격에 따라, 환경
영향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가 거부되거나 또는 임시 허가(최고 2년) 또는 장
기 허가(최고 30년)가 발급된다. 영업허가를 발급 받지 못한 업체는 구청 내 College d'urbanisme나
지방정부 당국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3) 유의사항
2005년 1월 1일부터 공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공장을 설립하
려는 기업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벨기에 정부는 사업자에게 사업장 정화작업(Site
clean-up)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을 구매하거나 혹은 임대를 원하는 사업자는 이전 사업자가
정화작업을 완료했다는 증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관련 기관
플란더스 지방(Fla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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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로니아 지방(Wallonia)

브뤼셀 지방(Brussels)

12.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가. 일반적인 애로사항
경영 및 투자환경
벨기에 국가체제가 1993년 이후 완전히 연방체제로 변형되면서 연방정부는 통화, 세제, 사회보장 제도,
외교 등 국가 주체성과 직접 연계된 분야의 정책을 주도하고, 그 외 분야는 지방정부가 관할권을 가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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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의 경우 플란더스, 왈로니아, 브뤼셀의 3개 지방정부가 각각 해당 지방 내 외국인 투자를
관할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벨기에 전역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일관성 있고 총
괄적인 정보 수집이 어렵다. 또한 지방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보니 한 곳의 지방정부 기관을 접촉하
게 되면, 해당 지방에 관련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다른 지방의 투자환경이나 인센티브 등에 대한 정보는
잘 알려주지 않는다. 이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은 3개 지방정부기관을 별도로 접촉해 지원 조치 및
수준 등을 직접 비교를 해야 하는 수고가 든다.
이 밖에도, 지방 분권화로 인해 각 지방의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해당 지방의 언어에 따라 불어,
또는 네덜란드어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므로 투자 절차상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높은 임금
벨기에의 높은 인건비를 투자진출의 저해요인으로 볼 수 있다. 2016년도 기준 벨기에 시간당 임금은
39.2유로를 기록했는데, 이는 덴마크(42.0유로)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U-28 시간당
평균 임금은 25.4유로). 또한, 2017년 2월 기준 벨기에의 월 최저임금은 1,502유로로 유럽국가 중 룩
셈부르크, 영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룩셈부르크 1,999유로, 영국 1,529유로).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최저임금을 주는 국가로는 불가리아(235유로), 루마니아(275유로)로 나타났는데, 이
들 국가들과 임금 비교를 하는 경우 무려 월 1,250유로 가량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벨기에 중앙경제위원회인 CCE(Conseil Central de l’Economie)의 2013년 기술보고서에 따르면, 벨기
에는 1996년부터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주변 EU 국가들에 비해 평균 5.1%의 높은 임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그 상승폭은 지난 2년간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CCE는 이러한 격차의 원인을 소비자
물가와 임금-물가 연동제(Indexation)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분석했다.
임금-물가 연동제는 매년 벨기에 중앙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문별 Index를 발표하는데,
그 해 Index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그 차이만큼 그대로 차년도 임금이 상승하거나, 미리 정해진 비율
만큼 상승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물가상승에 의해 생기는 명목임금과 실질적 임금 간의
차이를 조정해 소비자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사회보장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데 있다.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벨기에 외에도 룩셈부르크와 포르투갈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임금상승률이 높은 현상을 ‘Handicap salarial’(임금 핸디캡)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벨기에 내에서 이러한 높은 임금 상승률이 외국인 투자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많은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벨기에 정부는 2012년 말 과도한 임금 상승 억제를 위해 2013~2015년 3년간 임금
동결 정책을 시행했으나, 2017~2018년에는 예년에 비해 다소 높아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임금을
1.1%로 소폭 증가한다고 밝혔다.
벨기에 정부의 임금상승률 추이
기간(연도)

상승률

1997~1998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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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2000

5.90%

2001~2002

6.4~7%(직종에 따라)

2003~2004

5.40%

2005~2006

4.50%

2007~2008

5%

2009~2010

250 유로

2011~2012

0.30%

2013~2014

0.0%

2015

0.0%

2016

0.5%(Gross)+0.3%(Net)
(Gross의 0.5% 적용 이후, net 임금액의 0.3% 추가
적용)

2017~2018

1.1%
자료원: 벨기에 노동부

높은 법인세율
높은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법인세 폭탄을 피하고자 많은 글
로벌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들로 본사나 해외지사를 옮기는 경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벨기에의 법인세율은 외국인 기업이나 내국인 기업의 차별 없이 33.99%로 미국 35%, 프랑스 34.4%
다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 34%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모두 지불하는 경우는 드물다.
벨기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받을 경우 결과적으로 지불하는
평균 실효세율은 28% 수준으로 EU 주변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자기 자본으로 직접 투자하는 경
우, 친환경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 R&D 활동 등 활발한 혁신 활동을 해외기업의 경우 더욱 효과적
으로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2016년 8월 31일, 벨기에 정부는 높은 법인세 부과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재 법인세율
을 순차적으로 인하해 2020년도에는 2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법인세율 인하는2017년
도부터 적용돼 2017년(27%), 2018년(24%), 2019년(20%) 등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벨기에 정
부가 이 같은 점진적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혁을 준비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세계 최고 법인세 부과국
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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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행정처리
벨기에에 진출해 있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주재원들이 겪는 애로사항 중 가장 많이 꼽는
바로 벨기에의 느린 행정처리를 들 수 있다. 1년 유효기간의 체류증을 발급받는 데에 자그마치 몇
소요되며, 대부분의 행정업무 서비스들이 전산화돼 있지 않은 관계로 직접 해당 기관을 찾아가야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여름 휴가기간과 겹치거나 연말연휴 기간에 걸쳐있을 경우, 담당자의 휴가
이후에서야 업무들이 다시 처리되는 관계로 행정처리 소요시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것이
달이
하는
복귀

여기에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등 3개의 공식언어와 3개의 지방정부로 나뉘어진 벨기에에서 각
정책은 지방마다 다르고, 지방 내에서도 경시청마다 해당 구비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
서는 여간 불편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하나의 서류를 처리하는 데에도 몇 달이 소요될 수 있는 느린
행정절차는 신속하게 투자진출절차를 진행하고 싶어 하는 우리 기업들에 커다란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현지 직원들과의 기업문화 차이
벨기에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현지 직원들과의 많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식으로 회사
를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답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노동 규정을 비롯한 현지 규정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감각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큰 반면, 벨기에 현지 직원들은 모든 사항들을
문서의 형태로 만들어 보관하고 정해진 규정에 명시된 대로만 행동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벨기에 직원들은 기업 내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해고를 당하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벨기에
근로법 역시 근로자들을 위주로 규정돼 있어 기업이 배상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에 따라,
벨기에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이 같은 현지 문화를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
다 빠른 현지 진출을 위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계속 변동하는 세제 정책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도 투자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일례로,
벨기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장려를 위해 과세대상 법인소득에서 가상이자를 공제해 주는 가상이자율제
도를 2006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외투기업들이 이 투자유치 정책에 자기자본액수를 부풀려서
신고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해, 가상이자율을 폐지해야 한다는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벨기에에서 철수를 결정한 세계적인 철강기업 Arcelor Mittal사의 경우, 한 해 동안
감면 받은 세금의 액수가 무려 16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상 이자율 혜택을 받은 상위
20개 기업 중 벨기에에 본사를 둔 기업은 Belgacom과 KBC 은행 두 곳 밖에 없었다.
이 밖에도, 벨기에의 대표적 투자인센티브 제도로 불리는 Tax ruling(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에 대해
2016년 1월 EU 집행위가 ‘불법 판정’이라고 결정지으며, 35개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7억 유로의 추징
을 요구한 바 있다. 벨기에 정부는 Ruling 제도 안에서 다국적기업의 이윤과 일반 독립기업의 가상적
이윤을 비교하고 다국적 기업의 이윤을 과세산정으로부터 제외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다국적 기업들
은 이 같은 벨기에 당국의 조세 특혜제도를 이용해 타국에서 발생한 이익자본을 벨기에로 이동시켜 신
고했으며, 50~90% 가량의 납세부담을 경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벨기에 정부는 집행위의 불법 판정
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히며, 2016년 3월 22일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Tax Ruling 제도가 벨기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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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투유치 제도인 만큼, 동 항소건에 대한 향후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그 귀추가 주
목되고 있다. 이 같이 정부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정책들이 자꾸만 변화하는 현 정치적 상황들은 벨기
에 투자를 결심하는 기업들에 있어 투자를 다시금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분쟁해결 절차
우리나라는 벨기에와 양자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맺고 있는데, 이 협정은 1974년
체결돼 2006년 12월 브뤼셀에서 서명됐다. 양국은 이 협정에 따라 투자를 하고, 투자 시 발생하는 분
쟁을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
정인 이 협정은 서로의 영역 안에서 행해지는 투자에 대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각국 기
업의 창의 촉진 및 양국 번영을 증진시키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어느 한 쪽이 그 영역에서
행해지는 투자, 투자의 유지 또는 확장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 환경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침
해하는 방법으로 국내 노동법령을 변경 또는 완화해서는 안 됨을 이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벨 양자 투자협정 내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은 제8조 및 제9조에 해당한다.
벨기에에 진출해 있는 법인이나 진출 예정인 기업들에게 애로사항들이 발생하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
차 때문에 분쟁절차 준비 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당사자 양측 간의 원만한 조율을 통해 해결하
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만약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면 현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
행하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벨기에 내 법무법인들 연락처는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업체명

연락처
- 담당자: Ms Hyunchae YU(한국어 가능)
- 주소: chaussee de La Hulpe, 177/19 – 1170 Brussels,

Alterys

Belgium
- 전화번호: 32-(0)2-541 1853
- 이메일: h.yu@alterys.be
- 홈페이지: www.alterys.be
- 담당자: Mr. Vandenkerckhove Bernard

Cairn Legal

- 주소: Chaussée de la Hulpe 177/12 1170 Brussels, Belgium
- 전화번호: 32-(0)2-787 70 70
- 이메일: bv@cairnlegal.be
- 홈페이지: www.cairnlegal.be
- 주소: Berkenlaan 8a 1831 Diegem, Belgium

Laga

- 전화번호: 32-(0)2-800 70 00
- 이메일: info@laga.be
- 홈페이지: www.laga.be

다. 투자위험도(RISK)
2016년 기준으로 벨기에 국가 신용등급은 AA(S&P), AA-(Fitch)이다. 벨기에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안
정돼 있고, EU권 국가답게 사회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국가다. 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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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벨기에 투자진출에 따른 제도적 측면 리스크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13. 노무관리제도
가. 개요
2016년 기준, 벨기에 노동인구 수를 살펴보면 총 492만 4천명으로 전체 인구 1,130만 명 중 43.57%
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취업 인구 수는 총 454만 명, 구직자의 수는 39만 명인 것으로 나
타났다.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제조업(12.4%), 건
설업(5.9%), 농업(1.3%) 순으로 고용 중에 있다.
벨기에에서는 근로의 성격에 따라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뉘며, 근로서비스의 양에 따라 전일제와 시간
제로 구분되고 있고, 무기한 고용계약이 일반적이다. 또한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만이 고용법에
의해 보호되고, 자영업자의 경우는 고용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계약
고용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감독하에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용계약에는 4가지 필수요소가 있는데, 계약, 근로, 보수, 고용주 감독으로 이들 4대 요소는
고용주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또한 고용계약은 양측이 동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행
돼야 한다.
고용계약의 변경은 양측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고용계약의 종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
약 고용주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의 핵심 요소를 변경할 경우, 고용계약의 종료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또한 고용계약의 모든 수정사항이 서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이유로 필요 시, 고용
계약 내 핵심적 요소를 크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주는 고용계약을 재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벨기에에는 고용계약의 문서화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후 증빙 등의 나중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의 방지를 위해 문서화된 계약서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호 권리 및 의무는 양측 간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협약,
근로 규정, 관습 등으로도 규율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고용계약에는 업무 내용, 고용계약 기간, 보수 및
보수지급 날짜, 출퇴근 시간, 근로시간, 고용계약 종료, 결근, 분쟁절차, 근로규칙, 보험, 식권(Ticket
restaurant), 기타 인센티브 등이 문서로 기술되고 있으며 양측간 서명으로 계약에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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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벨기에에는 우리나라의 정규직에 해당하는 CDI(contrat à durée indéterminée 고용계약기간 없음)와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에 해당하는 CDD(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고용계약기간 있음) 등 2가지의
계약형태로 분류된다.
CDI의 경우 정규직으로 특정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한 계약이다. 벨기에 비정규직 혹은 계약직인CDD의
경우,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연장된 계약기간
총합은 최대 2년 내에서만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총 계약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는 벨기에 사회법 규제기관(Contrôle des lois sociales)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또한, 아래의 경우 계약직은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 계약서 내 계약 만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계약 만료일이 지난 이후에 피고용자가 계속 일을 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계약직(CDD)에 대한 계약 파기가 가능해졌는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기한은
총 계약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점(10개월의 CDD인 경우, 5개월 근무시점에 해당) 이전에만 가능하
며, 최대 6개월로 제한된다. 만약 계약 파기 가능시점 이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수습기간(Période d’essai)
벨기에는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하기 전에 1개월~12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두었으나, 2014년 1월 1일
부로 이 수습기간은 폐지됐다. 다만 일용직, 학생 아르바이트 등에는 예외를 두고 3일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습기간 제도 폐지에 따라, 만약 기업에서 노동 계약서 내 수습기간에 관련된 별도
의 조항을 만드는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며, 법적으로 발효되지 않는다.
고용법
벨기에 고용법은 아래의 다양한 법령에 의해 규정돼 있다.
ㅇ Loi du 26 décembre 2013 Statut unique entre ouvriers et employés en ce qui concerne les
délais de préavis et le jour de carence ainsi que de mesures d'accompagnement
ㅇ Loi du 8 avril 1965 instituant les règlements de travail
ㅇ Loi du 12 avril 1965 concernant la protection de la rémunération des travailleurs
ㅇ Loi du 16 mars 1971 sur le travail définit des limites minimales et maximales à la durée du
travail
ㅇ Loi du 28 juin 1971 relatives aux vacances annuelles
ㅇ Loi du 4 janvier 1974 relative aux jours fériés
ㅇ Loi du 3 juillet 1978 relative aux contrats de tra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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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Loi du 24 juillet 1987 sur le travail temporaire, le travail intérimaire et la mise de travailleurs à
la disposition d'utilisateurs
ㅇ Loi du 4 août 1996 relative au bien-être des travailleurs
근로규정
벨기에에는 근로규정에 관한 법률(Law of 8 April 1965)에 의거,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
이 근로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근로규정은 근로자 및 고용주 모두에게 적용된다.
근로규정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시간, 보수를 정하는 측정방법, 벌칙 및 사후 구제사항, 작업장 사고
대비 고용주가 지정한 의사 성명 및 비상응급 조치 제공, 휴가, 노사위원회 및 노동조합 대표 구성원
성명, 단체 협약 및 작업환경 규정내용, 근로자 보호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이행하는 모니터링 담당 조
사관의 주소 등이 있다. 근로규정은 각 사업장에 보관돼야 하는데, 모든 근로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어
야 하고 사본을 제공받아야 한다.
근로규정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는데, 노사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1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회법
통제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담당자는 30일 내에 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중재 실패 시, 분쟁
은 회사 대표를 통해 관련 공동위원회에 전달된다. 여기에서도 실패하는 경우 고용주는 수정한 초안을
마련해 15일간 공지해야 하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공지기간 이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만
약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고용주는 고용법 담당 공무원에 전달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30일
내에 조정을 시도해야 한다. 만약 공적 조정도 실패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나. 평균임금, 직종별, 지역별 평균임금
개관
2014년 기준으로 벨기에의 평균 임금(Gross) 월 3,414유로이며, 총 인구의 50%가 평균 2,976유로
를, 10%가 5,178유로 이상을 받고 있다(2017년 5월 15일 확인 기준 가장 최근 수치).
직종별 평균 임금
직종별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의료분야(의사)로 6,722유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석유화학 분야가 평균 5,196유로로 두 번째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 뒤로 금융 및 컨설
팅 분야(4,706유로), 과학연구 분야(4,308유로), 엔지니어 및 건축(4,049유로), 홍보 및 마케팅(3,813
유로) 부동산(3,348유로), 관광산업(3,117유로), 건설업(2,691유로) 순이며, 호텔 및 요식업 분야가
2,407유로의 월급을 받으며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 / 305

벨기에 국가정보
지역별 평균 임금
지역별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브뤼셀 지방이 월 3,780유로(Gross 기준)로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
으며, 플란더스 지방의 경우 3,396유로를, 왈로니아 지방의 경우 3,158유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벨기에 지역별 평균 임금 현황(2014년 기준)

자료원: 벨기에 경제부
다. 노무관리
1) 임금
벨기에의 임금은 단체협약을 기초로 정해지며,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순수 임금은 총 임금에서 약 13%
의 사회보장 기여금 및 임금수준에 따른 누진 근로소득세 등이 원천 징수된 금액을 받게 된다. 만일 근
로자의 고용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이 산업별이나 사업장 단체협약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에
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만일 단체 협약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노동위원회가 정
한 최저보장 월 임금을 고려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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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최저임금이란 공식적으로 <보장된 평균 월 최저소득>으로 민간기업의 고용주가 21세 이상의 풀타임 고
용 시 피고용인에게 최소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벨기에에는 노사협의 내 규정된 내용이 법적 효력
을 가지며, 최저임금에 관련된 법령은 없다.
2016년 6월 1일부터 새로 적용 중인 벨기에 최저 임금(Gross salary)은 아래의 표와 같다.
나이

최저 임금

16세 이하

1,072.35유로

17세

1,164.27유로

18세

1,531.93유로

19.5세 이상

1,572.58유로(근무연한 6개월 이상)

20세

1,590.64유로(근무연한 1년 이상)
작성기준일: 2017. 5.16 기준
자료원: 벨기에 고용부

벨기에의 일반적인 평일 초과 근무 수당은 임금의 50%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수당은 100%이
나 이 경우에도 산업별 노사 협약에 의해 조정된다. 이외에도 고용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피고용자에
대해 월 급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연말에(13개월분 월 급여) 지급한다.
2) 근로시간
ㅇ 근로시간

최대 법정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이나 연간 기준으로 주당 평균 38시간이 적용된다. 근
무시간은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지칭하며, 동일한 사업주의 사업장들을 이동하는 시간 및 점
원이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및 식사시간은 제외된다.
근무시간은 노동력의 재분배와 작업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단체협약을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
능한데, 탄력 근로시간의 경우 근무주간 5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단체협약 또는
고용규정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을 38시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데 이는 노사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
지며, 총 급여가 유지되도록 시간당 급여를 반드시 조정할 필요는 없다.
ㅇ 초과근무와 휴식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하루 최대 11시간, 주당
50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연간 12일의
보상 휴가를 받게 된다.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급여 및 휴식이 보장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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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요일까지는 평소 급여액의 50%가,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평소 급여의 100%가 추가적
으로 지급된다.
이 밖에도 일요일 근무는 금지되고 있다. 야간근무의 경우, 저녁 8시에서 아침 6시까지 금지되고 있으
나 호텔, 의료 등 업무 성격이 정당하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일요일 및 야간 근무는 예외적으로 허용
된다.
3) 휴일과 휴가
벨기에의 법정휴가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민간분야의 경우 연간 20일이다. 공공
분야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44세까지는 26일, 45~49세까지는 27일, 50~54세까지는 28일,
55~59세까지는 29일, 60~61세까지 30일, 62세는 31일, 63세는 32일, 64~65세까지는 33일의 휴가
를 얻게 된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첫 해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근무한 다음 년도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개로 출산휴가, 기타 가사와 관련된 사망, 결혼, 출생 시 특별휴가가
인정된다.
ㅇ 출산휴가
벨기에는 출산에 대한 안전한 보장을 위해 산모에게 일정기간 휴가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출산 전 휴
가(congé prénatal)와 출산 후 휴가(congé postnatal)로 나눠진다. 전체 출산휴가 기간은 총 15주로
출산 전에는 통상 6주, 출산 후에는 9주의 휴가기간이 주어진다. 출산 후의 9주 휴가는 별도의 자율적
선택권이 없으나 출산 전 6주 휴가의 경우, 산모의 자율적 선택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출산
전 휴가 사용을 줄이고 줄인 기간 만큼 출산 후 휴가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출산 전 1주일의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일이 3월 7일인 경우, 산
모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출산 전 휴가는 3월 1일부터 시작되나 예정일로부터 6주전인 1월 24일부
터 본인이 원하는 출산휴가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벨기에에서는 임신에 대한 고용 보장이 매우 높아 고용주는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근로
자를 해고할 수 없다.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수당을 받게 되며, 출산휴가 후의 복직을 보장
받는다. 또한, 출산 이후에도 모유 수유를 하는 근로자를 위해 하루에 2번 수유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
다.
출산휴가 동안의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처음
30일까지는 원래 급여의 82%를 받고 31일째부터는 원 급여의 75%를 지급받게 된다. 한편, 자영업
을 하는 산모의 경우에는 주당 458.31유로(Gross)를 급여로 받게 된다.
ㅇ 배우자 출산휴가(Congé de paternité)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근로자 및 아기의 건강을 보
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생겨났다. 총 10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가능한
기간은 4개월로 제한된다. 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한 번에 사
용하지 않고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다. 10일의 휴가기간 중 처음 3일은 고용주가 100%의 급여를 부
담하게 되며, 나머지 7일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급여의 82%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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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픈 가족을 위한 근로 유연성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을 돌봐야 할 경우, 12개월 또는 24개월 이내에서 완전 또는 부분 휴직을 일시적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치료 불가능한 질병 및 말기인 경우에도 1개월~2개월의 일시 휴직 사용이 가능
하다. 이 경우, 해고로부터 보호된다.
ㅇ 병가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고용주에게 통보하고 필요 시 진단서를 제
출해야 한다. 근무한지 1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결근한 기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근
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고용주로부터 30일까지 급여의 일정 부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는 특별한 제한 없이 30일까지 100%의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다.
ㅇ 특별 휴가(Petit chômage)
출산, 병가 이외에도 경조사 등 행사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휴가가 주어진다.
- 근로자 당사자 결혼: 2일(근로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결혼의 경우에는 1일)
- 사망: 부모, 자녀의 경우 3일(형제, 자매,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2일)
- 안수식(Ordination): 1일(형제, 자매 등)
4) 해고
벨기에는 근로자가 중대한 과오, 과실을 범하거나 기업 조정 등 경제적인 사유일 경우 해고를 할 수 있
다. 고용주는 서면을 통해 해고사유를 밝혀야 하며 법으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벨기에 해고 통지기간은 입사일(기준: 2014.1.1) 및 연봉액에 따라 나뉘고 있으며, ① 입사일과 ② 해
고 통보일까지의 근속기간 등 ①+②번 총합으로 계산된다. 2014.1.1을 기준으로 두 가지 계산법으로
나뉜 이유는 이전까지는 벨기에에는 근로자가 생산직인지 사무직인지에 따라 해고절차 및 통보기간이
다르게 적용돼 왔었는데, 이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직/사무직에 대한 차별 논란이 많이 일어났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기존 차별규정을 폐지한 후 2014.1.1부터 생산직/사무직에 관계없이 동일한 적용을 받도
록 했기 때문이다.
ㅇ 벨기에 해고 통지기간 계산법(①+②번 총합)
① 입사일 기준 2014.1.1 및 연봉 기준액은 32,254 유로(Gross)
- 만일 근로자가 2014.1.1 전에 입사했고, 연봉이 32,254유로 이하인 경우: 근속년수 5년당 3개월
(즉, 2014.1.1을 기준으로 근속년수가 10년인 경우 6개월이 됨)
- 근로자가 2014.1.1 전에 입사했으나 연봉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속년수 1년당 1개월
② 2014.1.1부터 해고 통보일까지 근속기간이 기준(이전까지의 근속기간은 이미 ① 항목에서 계산했
으므로 2013.12.31일까지 근로일수는 0으로 간주하고 2014.1.1부터만 계산)
- 0~3개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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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개월: 4주
- 6~9개월: 6주
- 9~12개월: 7주
- 12~15개월: 8주
- 15~18개월: 9주
- 18~21개월: 10주
- 21~24개월: 11주
- 2~3년: 12주
- 3~4년: 13주
예시: 근로자의 연봉이 32,254유로 이하이고, 2010.7.1에 입사했을 경우
① 근속년수 5년 이하이기 때문에 3개월
② 12주(2~3년에 속함)
해고 통지기간 총합: 3개월+12주
참고로, 1개월이 4~5주로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으므로 벨기에 고용부에서는 전체 주, 또는 전체 월
수로 합해 계산하는 방식보다는 개월+주당으로 계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 외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는 아래의 벨기에 고용부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벨기에 고용부: http://www.werk.belgie.be/defaultTab.aspx?id=42152
ㅇ 대량 해고의 경우
기업
관련
동안
들이

폐쇄 등 대량 해고의 경우, 고용주는 의사결정 전에 노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또한
정보를 알리고, 협의 절차 이후 위 사항을 관련 당국에 고지해야 한다. 일종의 냉각기로서 30일
해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해고시기, 퇴직 급여, 조기연금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플랜
미리 마련돼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고용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냉각기 동안 고용주의 통보 및 협의절차 미이행 시 근로자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추가 의무
사항을 위반한 고용주는 60일까지의 평상 임금 지급, 통보 및 협의절차의 완성과 같은 제재 조치를 받
게 된다.
근로자는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데, 정보 제공 및 협의 절차 후에 사회적 플랜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게
된다. 이 협상기간 동안 노사위원회 내부분위기는 냉각기 동안의 사회적 플랜 협상에 영향을 주며, 이
단계에서 노조와 근로자는 모든 형태의 노동쟁의 행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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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급여
ㅇ 퇴직연금제도
벨기에 퇴직연금에 관련된 운영비용은 정부 사회보장 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수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적 퇴직연령은 45년 이상
근무 시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되나, 근로연수가 38년이 넘는 60.5세의 근로자, 혹은 근로연수가 40년
인 60세의 근로자는 정부에 조기퇴직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기퇴직을 신청하게 되면 최종 근로
연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의 퇴직 연금액 역시 감소된다.
연금액수는 근로하는 동안 받았던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액수는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직
종별로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연간 연금액은 근무기간 동안 받은 연간소득의 합계를
45로 나눈 액수를 기준으로 60%가 적용된다. 이때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이 금액의 75%
가 적용된다. 또한, 근무기간 동안의 연간 소득은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산정된다.
ㅇ 노사협의회
벨기에에서 평균적으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노사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직장에서의 예방 및 보호 위원회(CPPW)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위원회
가 없을 경우에는 CPPW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노사위원회 및 CPPW의 근로자 대표는 4년마
다 노동조합이 제출한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중에서 선출되며, 고용주 대표는 고용주가 지정한
다. 노사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정기적으로 고용주로부터 경제적 및 고용정보를 제공 받음.
- 합병, 직장 폐쇄, 사업 변경 등 회사의 중요한 구조적 변화의 경우 고용주와 협의 및 협상
- 근로 규정의 초안 마련 및 수정
- 고용주에게 직장 조직, 근로 조건, 생산성 관련 가능한 조치와 관련된 조언 및 권고
- 경제적 또는 기술적인 이유로 감원조치가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 결정
-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조치 공동 조사
- 인사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및 관련조치들에 대한 고용주와의 협의
- 교육 휴직, 육아 휴직 관련 규정 결정을 위한 고용주와의 협의
노동조합은 4년마다 시행되는 사회선거 과정에서 근로위원회 및 CPPW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노
동조합은 노사위원회 및 CPPW에 근로자 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또한 벨기에에서는 사회대화(Social dialogu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은 주로 단
체협약에 의해 정해지며, 국가 차원의 협약은 임금의 핵심요소와 근로조건을 2년마다 정한다. 국가차원
의 협약이 정해지면 산업별, 기업차원의 협상이 진행된다.
벨기에에서 단체협상은 고도로 구조화 돼 있는데, 단체협약은 모든 민간 분야를 담당하는 국가노동위원
회(National Labour Council) 내에서 정해진다. 하위 수준의 단체협약은 상위 수준에서 교섭된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만을 정할 수 있다. 산업별 수준에서 협상은 노조와 고용주 연합의 공동위원회(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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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에서 진행되며, 양측은 정부대표인 위원장 주재하에 구성된다. 또한, 산업별 협약과 국가
차원의 협약 결과는 왕령에 의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벨기에에서는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노사공동위원회 법(Act of 5 December 1968 on
CBAs and Joint Committee)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 법은 노동조합 승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노동
조합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근로자를 대표하는 전문가 조직일 것
- 벨기에 전체에 설립될 것
- 중앙경제위원회(Central Economic Council)를 대표할 것
- 국가 노동위원회를 대표할 것. 이 경우에는 최소 평균 125,000명의 회원을 확보할 것
현재 벨기에 개별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방노동조합으로는 CGSLB-ACLVB(Liberal), CSCACV(Christian), FGTB-ABVV(Socialist)의 세 개가 있다. 벨기에 노동조합은 법인은 아니지만, 법에 의
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아래의 법인체적 기능을 허용 받는다.
- 단체협약 결정
- 단체 협약 및 노사 공동위원회에서 정한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법정 대응 및 회원들의 이익 보
호
- 노사위원회 및 직장에서의 예방 및 보호위원회(CPPW) 관련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
- 양성평등 확립을 위한 법적 대응
-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관련 법적 대응
6) 고용관계 종료 후 기업 이익 보호
ㅇ 비경쟁조항(Non-compete clause)
비경쟁조항은 원칙적으로 평가기간 및 근무기간, 근무계약 만료 이후에 적용이 되는데, 이 조항을 체결
하는 경우 영업적 비밀의 정보 누설금지, 이에 대한 유사한 활동 등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된다.
비경쟁조항의 적용기간은 12개월로 제한되며, 근로자는 이 기간에 비례해 통상적으로 총 보수의 최소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만약, 고용주가 고용계약 만료 이후 15일 이내에 이 조항을 포
기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영업 판매원은 비경쟁조항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받을 자
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라. 사회보험제도
1) 현지인 사회보장
벨기에 사회보장제도의 기원은 1886년 대규모의 파업이 발발한 이후 국가가 공제 조합에 보조금을 지
원하기 시작한 18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벨기에는 근로자와 실업자 간, 직업인
과 연금자 간, 건강한 자와 환자 간, 소득자와 비 소득자 간, 양육자녀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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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상부상조 개념을 기초로 점차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해왔으며, 그 결과 빈부의 차가 심하지 않고 중
산층이 사회 기반을 이루고 있는 안정된 사회이다.
벨기에 사회보장제도에는 전통적으로 연금제도, 실업수당, 산업재해보험, 직업병보험, 가족수당, 의료보
험, 연간휴가비가 포함되며, 그 외 극빈자와 고령자 최저소득 보장, 장애자 수당, 양육 자녀가 있는 가
족에 대한 최저소득 보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 재원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여(gross salary) 대비 각기 일정 비
율로 부담한다. 즉, 근로자는 의료보험이나 연금, 실업수당 등 국가 사회보장으로 커버되는 보험을 각
기 지불하지 않고 급여에서 한 번에 원천징수 돼 사회보장관리기관으로 지불되면, 사회보장기관에서 각
해당 기관으로 배분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지급은 연방정부가, 복지서비스의
경우에는 각 지방정부에서 관리된다.
사회보장 기금의 지불은 강제성을 띠는데, 고용주는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봉급자 및 고용주 분담총액
을 사회보장국(Government Social Security Agency)에 분기마다 지불해야 한다. 사회보장 분담비율은
고용주의 경우, 기본 사회보장 분담률 22.65% + 회사특성(규모)에 따른 추가분담금이 더해진 대략 33%
가량을 분담하게 되며, 근로자의 경우 13.07%를 분담하고 있다.
사회보장 분담비율(기본)
구분

근로자 분담률(%)

고용주 분담률(%)

연금(Pensions)

7.5

8.86

치료비(Soins de sante)

3.55

3.80

보상비(Indemnites)

1.15

2.35

실업수당(Chomage)

0.87

1.46

직업병(Maladie professionnelles)

-

1.0

재해보험(Accident du travail)

-

0.3

가족수당(Allocation familiales)

-

7.0

기타(트레이닝, 교육, 입양 등)

-

1.5

총 분담

13.07

22.65

자료원: 벨기에 기업연합청(FEB)
작성기준일: 2017. 5.12 확인 기준
한편, 고용주가 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지불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엄중한 법적 구속
을 받는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소속해 있는 사회보험기금(Social insurance fund)에 분기별로 3개
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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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벨기에 내 여러 건강보험기금 중 한 곳에 가입해 사회보장금을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나, 보통 보험 가입과 동시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한국과 벨기에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2011년 7월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이로써 현지 ONSS
에 등록된 현지 한국인 근로자는 나중에 한국에서 한국 연금을 받을 때 벨기에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연금 계산 때 한국 직무 연한에 추가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직업을 가지고 일한 사람이 벨기에를 떠나 한국에 돌아가서 계속 직장을 가지고 일한 후 연금 연
령에 달해 한국에서 한국 연금을 받을 때 벨기에에서 근무한 연한이 마치 한국에서 근무한 것처럼 한
국 연금 연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벨기에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한국인 연금 수혜자는 한국 연금 당국에 벨기에에서 근무한 경험
이 있음을 통보하면, 연금 당국이 벨기에 연금 당국에 확인을 신청하고, 확인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일정기간 동안 파견된 현지 한국 기업 주재원의 경우에는 현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벨기에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단, 현지 한국 기업(한국법인이든 현지
법인이든 상관없이)이 한국 국적 또는 현지 국적의 현지 거주교민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인에 대
한 현지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마. 차별금지
벨기에에서는 고용접근, 고용조건, 고용 종료와 관련된 직접적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차별도 법적
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적, 인종, 피부색, 연령, 시민/혼인 여부, 출생, 종교 및 정치적 신념, 언어, 장애,
성별 등에 기초한 차별들을 금지한다.
차별 관련 분쟁 해결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시, 근로자는 이에 관련된 불만사항을 차별예방 자문관(Prevention Advisor) 또는
조사관(Social Inspectorate)에게 제기할 수 있다. 불만을 제기한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해고와 같은
부당조치로부터 보호되고,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고용주는 법적 소송이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이후더라도 근로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제기한 차별이 재판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고용주는 6개월간의 보수 또는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한 실제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고,
행정적 혹은 형사적 벌칙을 부담해야 한다.
바. 노무관리 유의사항
만약 고용 관련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1차 법원은 노동재판소가 담당하며 항소법원은 노동법원이다.
각각의 구성원은 한 명의 전문판사,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1인, 고용주를 대표하는 1인, 총 3명으로 이
루어진다. 소송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달리하지만 1심의 재판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린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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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계약이나 괴롭힘 등으로 인한 소송의 경우 사전 조정이 의무적이지만,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노동재판소의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법원에 항소가 가능하며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된다.

14. 조세제도
가. 현지 조세제도
벨기에 조세는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법에 의해 결정된다. 재무부와 세무당국
은 조세법을 수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으나, 실제적으로 재무부의 조세법에 대한 해석 결과가 조세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벨기에 조세 구조는 연방세, 주세, 지방세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연방세가 총 조세의 거의 90%
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Code des impôts sur les Revenus)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소득
세를 관장하는 기관은 재무부 산하기관인 연방 국세청(Administration des Directes) 및 여러 개의 지
방 부서로 구성돼 있다.
개관
조세 종류에는 직접세(법인세, 개인소득세), 간접세(부가가치세: 상품 및 서비스의 이전에 대한 조세, 각
종 등록세) 이외에도 상속세, 증여세, 환경세, 주민세 등이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일부 등록세,
환경세는 연방정부 소관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지방정부, 주민세는 구청 소관이다.
2015~2016년 벨기에 직접세 및 간접세 규모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15년

2016년

직접세

59,198.2

57,541.6

간접세

43,432.9

45,437.7

전체

102,631.1

102,979.3

주: 2017년 6월 13일 확인 기준
자료원: 벨기에 재정부
법인세
벨기에 법인은 영리사업체로 간주돼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벨기에의 법
인세는 벨기에 내에서 발생된 소득뿐 아니라 EU 및 비 EU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명목 법인세율은 외국인 기업이나 내국인 기업의 차별 없이 33.99%이다. 그러나,
과세 대상 수익이 332,500유로를 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목세율이 아래와 같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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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수익액

명목세율

25,000유로 이하

24.98%

25,000~90,000유로

31.93%

90,000~322,500유로

35.54%
자료원: 벨기에 경제부

이 같이 높은 명목 법인세율은 벨기에 기업들에게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 큰 장벽으로 작용
하고 있다. 이에, 벨기에 정부는 2016년 8월 31일 현재 적용 중인 법인세율을 33.99%를 순차적으로
인하해, 2020년도에는 2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벨기에 법인세율은 EU 평균인 22.09%
대비 11.9%나 높은 수준인데, 주변국인 네덜란드(25%), 영국(20%), 스페인(25%), 독일(29.72%),
스위스(18%)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법인세가 적용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는 2017년부터 적용
돼 2017년(27%), 2018년(24%), 2019년(20%) 등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벨기에 정부는 이 같
은 법인세 인하 추진으로 향후 국내 기업 및 외투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벨기에 정부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최초 고용인 1명에 대
해 세금을 무기한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 혜택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
지의 고용에 한해서만 적용된다(현재 민간분야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기본 세율은 24.92%).
이 밖에도 최초 고용인 6명에 대해서는 무기한 면제는 아니나, 일정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했다.
개인소득세
벨기에 거주자의 소득(국내, 국외 포함)은 모두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의 소득에는 부동산 소득, 근로
자의 경우 봉급 및 수당,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소득을 비롯한 여타 모든 종류의 소득이 포함된다.
벨기에는 소득액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는데 Gross salary 11,070유로까지는 25%가 과세되며, 이후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과세율 역시 증가한다. 2017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소득액별 과세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월 소득액(Gross 기준)

과세율

11,070유로 이하

25%

11,070.01~12,720유로

30%

12,720.01~21,190유로

40%

21,190.01~38,830유로

45%

38,830.01유로 이상

50%

주: 2017년 6월 13일 확인 기준
자료원: 1819.be
한편, 비거주자나 일정 파견근무 외국인은 벨기에에서 수행한 직업 활동에서 기인하는 소득만이 과세대
상이다. 벨기에 회사를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된 외국 경영자(Executives) 또는 벨기에가 경제적
거점이 아닌 경우에는 벨기에 재무부에 특별 세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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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
벨기에 정부는 기업들이 배출하는 환경 오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얻는 세수로
관련 조세부담을 경감해 고용 촉진을 꾀하고 있다. 환경세는 각 지방정부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마다 세율 적용법 및 적용 항목들이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3개의 모든 지방당국에서는
특정 산업에 대해 투자가에게 환경허가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허가의 효력 기간이나 산업 카테고리 등
세부사항들은 각 지방별로 상이하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물품과 서비스 조달에 적용되는 간접세로 고객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생산과 유통 전 단
계에서 거래가 있을 때마다 발생돼 최종단계까지(소비용품일 경우 소비자가 최종 부가가치세를 지불함)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각 단계의 거래자는 구매 가격과 판매 가격 사이의 차이(즉 스스로 추가한 가치)
에 대해서만 부가가치를 지불한다. 그러나, 최종 부가가치는 소비자가 지불하므로 기업이 각 단계에서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환불을 받는다. 역외산 상품 수입 시에도 수입상은 수입 상품가격에 대해 부가가
치세를 지불해야 하나, 이는 나중에 환불 받는다.
벨기에 부가가치세율은 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0%보다 1% 높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 평균은 부가가치세 수입이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벨기에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세수입의
16%에 그치고 있다. 이는 벨기에에는 일반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많은 품목에 예외적 부가가치세율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예외적 부가가치세율은 6%, 12% 등이 있다.
벨기에 예외 부가가치세 적용 품목
적용 세율

품목명

6%

식품, 의약품, 잡지, 도서, 문화 예술 공연, 소프트 드링크, 전기, 호텔, 스포츠,
리노베이션 공사, 농업 관련 서비스

12%

석탄, 마가린, 식당, TV 수신료, 저소득 가구 임대주택
주: 2017년 6월 13일 확인 기준
자료원: 벨기에 경제부

특별소비세
담배, 주류, 휘발유, 석유, 등유, 미네랄 워터, 맥주 등에 특별세로 물품세(accise)가 부과되며, 재사용
포장재를 제외한 재생 포장재와 가전제품에 환경세가 부과된다(가전제품 환경세는 폐기처분 비용 충당
을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지불하며, 소비자 구매가격에 별도로 추가되고 세액은
가전제품 종류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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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정부(벨기에는 왈로니아, 플란더스, 브뤼셀 3개 지방자치정부)가 관할하며, 지방마다 조세
성격에 따라 세율이 다소 다를 수 있다. 지방세로는 오락게임세, 맥주/카페 개점세, 부동산세, 상속세,
부동산 이전 등록세, 임대세, 자동차주행세, 환경세 등이 있다.
구청세
각 구청에서 관할하는 조세 종류로는 오물세, 건축대지 허가세, 별장세, 공동묘지 사용세 등이 있다.
조세 최신 동향: 투기세 폐지
2016년 1월 1일, 벨기에 정부는 투기세(Taxe de speculation)를 도입해 구매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남는 자본이익에 대해 33%를 과세해왔다(적용대상은 벨기에 국민을 포함해 벨기에에
거주중인 외국인도 포함). 그러나 투기세 도입으로 투자가들의 국내 구매주식이 급격히 감소했을 뿐 아
니라, 벨기에 정부의 세금징수액 역시 당초 기대보다 낮은 2,000만 유로에 그치는 등 조세 도입에 따
른 큰 효과를 보지 못해, 정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투기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나. 외국 투자기업을 위한 적용 조세제도
벨기에 정부는 투자유치의 주요 무기로서 2007년부터 자기 자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가상이자공
제(Notional interest deduction)라 일컫는 세계에서 유일한 혜택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업의 고
유자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고유자본 투자 시 가상 이자액을 과세대상인 투자수익에
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가상 이자'라는 용어를 도입한 이유는 만약 고유자본 투자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 받았다면 금리를
지불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고유자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상적인 이자’이기 때문이다. 이 제
도로 인해 법인 실질 과세소득액이 낮아지고, 결국에는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벨기에가 외국
투자유치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가상 이자 면제의 기준은
순자산(Net assets)이며, 2017년 적용되는 가상 이자율은 1.131%(중소기업의 경우 1.631%)이다.
한국과 벨기에 간 맺은 협정은 다음과 같다(괄호는 체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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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벨기에 간 체결된 각종 협정

15. 금융제도
가. 개요
벨기에 금융산업은 금융기관, 보험사, 연금 기금사, 증권 중개사 및 금융 리스사 등의 기타 기금사, 금
융부속기관 등으로 나뉘어진다. 이들 기관이 벨기에 총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금융기
관이 4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보험 및 연금기금사(21.7%), 보험 및 연금
을 제외한 기타 기금사(19.7%), 금융부속기관(13.6%) 순으로 점유하고 있다. 유로존 국가인 벨기에
는 중앙은행(Banque Nationale de Belgique; BNB) 이외에도 유럽중앙은행(ECB)에서 정하는 금융정책
(이자율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금융위기 발생 후 2010년 7월 2일 왕령을 통해 은행의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금융감독기관(CBFA)이 수행했던 건전성 감독(Prudential Supervision)
은 중앙은행이, 윤리적 규정을 포함한 은행 규범 수행 감독은 금융감독기관(Autorité des services et
marchés financiers; 이하 FSMA)이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 보
호기금(Fonds de garantie)을 마련해 이 기금 가입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에게 최대 100,000유
로까지 지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벨기에 금융감독기관(FSMA)은 고유자본 결여 상
황에 있는 은행이 있을 때 이를 공개하고, 해당 은행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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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5일, 벨기에 중앙은행 및 FSMA는 벨기에 내 지사나 법인 등을 설립하지 않고, 온라인 은
행 등e-서비스를 통해 벨기에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 벨기에 중앙은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가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사
실을이용해, 벨기에 내 지사나 법인 설립 없이 온라인 은행 형태로 벨기에 국민들의 예금을 유치하고
있는 EU-EEE 내 은행 수가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벨기에 중앙은행 및 FSMA는 이들 은행들에 대한 감사는 은행업무가 행해지는 벨기에에서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아닌 은행이 소속돼 있는 해당 국가에서 행해져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관련된
책임 역시 해당 국가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의 보상금액(최대
100,000유로)은 벨기에 정부가 아닌 소속 국가에서 환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FSMA는 금융기관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전, 은행 파산 시 최대 보상가능 액수와 어느 기관
에서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계약서 서명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벨기에 소
비자들에게는 은행의 연차회계 보고서나 금융기관 신용등급표를 확인해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 금융서비스
은행 및 금융기관
벨기에에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유니버셜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는데, 이들은 특정한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 및 금융 기업은 물론 보증, 단기∙장기 융자 등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벨기에 자생 은행으로는 KBC, Belfius 등을 들 수 있고, 이 밖에도 벨기에에서 활동 중인 외국계 상업
은행들로는 ING, BNP Parisbas Fortis, Deutsch bank 등이 있다. 벨기에 금융기관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주요 서비스로는 경영전략 컨설팅, 결제 업무 효율화, 외환 거래, 비즈니스 정보(금융 정
보, 산업 및 경제 정보) 제공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중 특히 기업대출은 벨기에 은행의 대출고객
베이스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은행에 따라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이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은행별 개별적인 접촉이 필요하다.
2017년 6월 기준, 벨기에 소재 은행 리스트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은행 리스트
은행명

본사 주소

ABK Bank

Ledeganckkaai 7, 2000 Antwerpen

AXA Bank Europe

Boulevard du Souverain 25, 1170 Bruxelles

Banca Monte Paschi Belgio

Rue Joseph II 24, 1000 Bruxelles

Bank J. Van Breda en C°

Ledeganckkaai, 7, 2000 Antwer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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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que Degroof Petercam

Rue de l'Industrie 44, 1040 Bruxelles

Banque Eni

Rue Guimard 1A, 1040 Bruxelles

Banque Nagelmackers

Avenue de l'Astronomie 23, 1210 Bruxelles

Banque TransatlantiqueBelgium

Rue De Crayer 14, 1000 Bruxelles

Belfius Banque

Boulevard Pachéco 44, 1000 Bruxelles

Beobank SA

Boulevard GénéralJacques 263g, 1050 Bruxelles

BNP Paribas Fortis

Montagne du Parc 3, 1000 Bruxelles

bpost banque

Rue du Marquis 1, 1000 Bruxelles

Byblos Bank Europe

Rue Montoyer 10 bte 3, 1000 Bruxelles

CBC Banque

Grand-Place 5, 1000 Bruxelles

Delen Private Bank

Jan Van Rijswijcklaan 184, 2020 Antwerpen

Euroclear Bank

Boulevard du Roi Albert II 1, 1210 Bruxelles

Europabank

Burgstraat 170, 9000 Gent

ING Belgique

Avenue Marnix 24, 1000 Bruxelles

KBC Bank

Avenue du Port 2, 1080 Bruxelles

Keytrade Bank

Boulevard du Souverain 100, 1170 Bruxelles

MeDirect Bank SA

Boulevard del'Impératrice 66, 1000 Bruxelles

Puilaetco Dewaay PrivateBankers

Avenue Herrmann Debroux 46, 1160 Bruxelles

Santander Benelux

Avenue des Nerviens 85,1040 Bruxelles

Shizuoka Bank (Europe)

Rue Jules Cockx 8-10 bte 9, 1160 Bruxelles

Société Générale PrivateBanking

Kortrijksesteenweg 302, 9000 Gent

The Bank of New YorkMellon SA

Rue Montoyer 46, 1000 Bruxelles

United Taiwan Bank

Boulevard du Régent 45/46, 1000 Bruxelles

저축은행(Banque d’epargne) 리스트
은행명

본사 주소

Argenta Banque d’Epargne(ASPA)

Belgiëlei 49-53, 2018 Antwerpen

Banque CPH(CPH)

Rue Perdue 7, 7500 Tournai

Centrale Kredietverlening(CKV)

Mannebeekstraat 33, 8790 Waregem

219 / 305

벨기에 국가정보

Record Bank

Avenue Henri Matisse 16, 1140 Evere

Volksdepositokas(Spaarbank)

Sint-Michielsplein 16, 9000 Gent

Crelan

Boulevard Sylvain Dupuis251, 1070 Bruxelles
사금융권(Banque de titre) 리스트

은행명

본사 주소

Dierickx, Leys & CieEffectenbank
(Dierickx, Leys & Cie ou Dierickx)

Kasteelpleinstraat 44 2000 Antwerpen

van de Put & C°Effectenbank(van de Put & C°)

Van Putlei 74-76 2018 Antwerpen

최신 정보
벨기에에서 영업 중인 대표적인 금융회사인 네덜란드계 ING 그룹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규모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ING 그룹은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인력 감축에 따른 절감비용을 디지털 플랫폼에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국내 총 600개 영업점이 점진적으로 폐쇄되며 약 32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
의 대량 실직사태 우려로 현재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17년 하반기에는 우선적
으로 18개의 지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은행처럼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및 이들 기관의 거래들을
총칭하는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 벨기에 내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자 금융
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역할을 수행해 은행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
금이동 경로가 복잡하고 불투명해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벨기에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벨기에 그림자 금융자산 규모는 약 3,000억 유로에 달하는
등 최근 규모가 지속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은행들로 규제가 강화된 틈을 타 금융
시스템의 생소한 분야로 접근하면서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은행에
비해 감독당국의 규제는 느슨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벨기에 내 그림자
금융거래 방지를 위해 벨기에 정부는 이를 모니터링하는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17년 6월 2일 확인 기준, 아직 관련 규제방안은 마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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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2014년 벨기에 그림자 금융 자산규모 추이
(단위: 십억 유로)

자료원: 벨기에 중앙은행
주: 2017년 6월 2일 확인 기준 최신 자료
다. 과실 송금
벨기에 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제한은 없다. 그러나 EU 역
내 거래일 경우에는 5만 유로 이상의 경우, 벨기에 내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유로를 통
화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를 포함한 유럽 내 32개국에서 동일하게 유로로 지불하는 방식인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를 통한 EU 내 송금에는, 송금액 외에 다른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다.

16.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제도
벨기에는 외환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특별히 외환의 송∙이전을 규제하는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으며, 외
환 소유에 대한 규제 및 외환 자본, 대부, 기술 협정 및 이와 유사한 자본에 대한 등록 요건도 없다.
그리고 해외 소득을 포함한 모든 해외 투자는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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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식 외환시장(The official market)과 자유 외환시장(The free market)의 2중 구조는 1990년 3
월을 기해 폐지되고 하나로 통일됐다. 1961년 2월 15일에 IMF 제 8조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제 수
지상의 이유로 외환을 통제할 수 없게 됐다.
1944년 설립된 벨기에 외환사무국(IBLC: L'institut Belgo-Luxembourgeois du Change)이 최고 외환관
리기관으로 외환지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련 통계를 총괄해왔으나, 2002년부터는 모니터링 업무에
중점을 두고 외환 관련 통계는 벨기에 중앙은행으로 위임했다. 한편, 외환 지급 및 이전 업무 기능은
일반 은행에서 담당하고 있다.
나. 현지 자금 조달
벨기에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의 자금 조달방법으로는 은행의 융자를 통한 자금 조달방법이 있
다. 현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는 법적으로 국내 기업과 차이가 없으며, 거래실적, 기업의 신용
도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조달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에 불과한 벨기에에는 총 109개의 은행이 있는데, 이 중 벨기에 법인 은행이 47
개, 외국 법인 은행이 62개다. 벨기에는 국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은행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유치
를 위한 은행 간 경쟁이 심해 타 국가들에 비해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벨기에 대출금리 역시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기업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벨기에 소재 기업 대출이 예년에 비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1분기 기준, 백만 유로 이하 1년 미만의 단기 대출금리의 경우 중앙은행 금리는 1.67%이며,
1년~5년 미만의 대출금리는 1.45%, 5년 이상의 장기대출의 경우에는 1.75%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
다. 이 밖에도, 대출규모가 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1년 미만 단기대출에 대해서는 1.42%의 금리가 적
용된다.
2013~2017년 벨기에 기업 대출규모 추이

자료원: 벨기에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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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7년(1분기) 벨기에 중앙은행의 기업대출금리 추이

주1: (회색) 1년 미만 단기 대출금리, 백만 유로 미만
주2: (검정) 1년 이상 단기 대출금리, 백만 유로 초과
주3: (하늘색) 1년~5년 미만 대출금리, 백만 유로 미만
주4: (곤색) 5년 이상 장기, 백만 유로 미만
자료원: 벨기에 중앙은행
이 밖에도, 기업 규모별 은행 자금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소기업→대기업→중기업 순으로 소기업이 가장
큰 대출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분기 기준 소기업의 은행 대출규모는 596억
9,400만 유로를, 대기업의 경우 303억 3,100만 유로, 중기업은 261억 2,400만 유로를 나타냈다.
2007~2016년 벨기에 기업 규모별 은행대출 규모 추이

주1: 소기업(파란색), 대기업(주황색), 중기업(회색)
자료원: 벨기에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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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소재 은행의 기업 대출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기간 말 기준)
기간

총액

2017년 1분기

128,242

2016년 4분기

125,752

2016년 3분기

122,966

2016년 2분기

123,107

2016년 1분기

120,152

2015년 4분기

118,418

2015년 3분기

117,926

2015년 2분기

117,304

2015년 1분기

112,396

2014년 4분기

111,605

2014년 3분기

117,952

2014년 2분기

118,433

2014년 1분기

117,610

2013년 4분기

117,722

2013년 3분기

115,590

2013년 2분기

117,679

2013년 1분기

117,914

2012년 4분기

116,981

2012년 3분기

116,244

2012년 2분기

118,387

2012년 1분기

116,982

2011년 4분기

115,805

2011년 3분기

115,695

2011년 2분기

116,729

2011년 1분기

112,545
주: 기업 중 금융기업 대출은 제외
자료원: 벨기에 중앙은행
작성기준일: 2017. 5.18 기준

이 밖에도, 기업은 은행 이외에도 증권시장(Euronext Brussels)의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으며, EU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프로젝트에 참여해 관련 기금을 지원받기도 한다.
지방별 자금 조달 기관
벨기에 지방정부들은 각 지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방별로 자금 조달 전문기관들을 두고 기업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지방별 자금기관 정보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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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비즈니스 참고정보
1. 물가정보
구분

식품류

항목
쌀 1kg

2.85

계란 12개

2.10

쇠고기 등심 1kg

26

돼지고기 등심 1kg

10

우유 1L

1.2

식용유 1L

2.8

생수 1.5L, 6병

4.8

맥주(호가든 330ml, 6팩)

6.6

담배 1갑(말보로)

의료비

차량관련

교통비

6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세트)

6.4

김치찌개 1인분

16

의료보험료(4인가족, 치과 제외 Full Cover, 1년)

4,690

병원진료비(일반 내과진료)

25~30

중형승용차(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 포함 기본사양)

28,000

무연휘발유 1L

1.329

자동차 보험료(1800cc 신차, 연간)

800

도심 1시간 주차료

2.50

지하철 기본요금(1회)

2.10

시내버스 기본요금

2.10

택시 기본요금/km(낮/밤, 픽업요금임)

통신

교육

숙박

임금/노무

2.40/4.40

시내전화 요금(1분)

0.05

국제전화 요금(1분, 한국으로 걸 때)

2.36

휴대전화 요금(월 표준 1분)

0.25

인터넷 월 사용료
주택

가격(유로)

45~100

아파트 월 임차료(90㎡, 2 rooms, unfurnished, 브뤼셀)

1,100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중상급, BSB 2017/2018 기준)

26,6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중상급, BSB 2017/2018 기준)

33,2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중상급, BSB 2017/2018 기준)

34,050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더블룸, 6월 주말 기준)

235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더블룸, 6월 주말 기준)

110

대졸 사무직 평균(Gross)

3,500

생산직 평균(Gross)

2,800

매니저 급 급여(Gross)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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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가격(유로)

주당 법정근무시간

38시간

출산휴가일수

15주

연간 국경일수

9일
주 5일 근

주5일 근무 여부
기타

무

드라이크리닝(정장 1벌 기준)

15

자료원: 무역관 자체 정보
작성기준일: 2017. 6.12 기준

2.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가. 주재국의 인력수요 현황
주재국의 제도적 여건
ㅇ 주재국 외국인 고용제도 현황
2016년 기준 벨기에 실업률은 8.5%를 기록했고, 이중 1년이상 구직 중인 구직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
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벨기에에서 일자리를 얻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글로벌 고급
인력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벨기에 정부는 3년 이상의 상위교육(Diplôme de
l'enseignement supérieur)을 받은 고급인력들에 대해 자국 내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EU 이사회는 지침 2009/50/EC에 의거해 취업비자 획득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빠른 행정
처리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에 대해 블루카드(Carte bleue européenne)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벨기에는 2012년 9월 10일부터 채택).
블루카드는 노동허가서와 같이 체류증의 한 종류로 벨기에 내 취업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벨기
에에는 블루카드 이외에도 고급인력 노동허가(Permis de travail B - Hautement qualifié)라는 제도가 존
재한다. 블루카드와 고급인력 노동허가서에 대한 세부 정보는 아래와 같다.
벨기에 블루카드 및 고급인력 노동허가
구분

블루카드

고급인력 노동허가

자격

상위교육 3년 이상

상위교육 3년 이상

연봉 51,494유로(Gross) 이상(2016년

연봉 39,824유로(Gross) 이상(2016년 기

기준)

준)

획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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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유효기간

노동허가서를 받은 후,

블루카드 취득 시 바로 근무 가능

취업비자를 획득해야 근무 시작 가능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유효기간은

12개월

13개월이며, 이후부터는 3년씩 연장
발급 소요기간 최대 90일

기타

(단, 별도의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30일이 추가 지연될 수 있음)

추천서 첨부 권장

신청비용: 215유로
자료원: 벨기에 노동부
벨기에 노동허가 관련 문의는 각 지방별로 담당하고 있는데 지방 담당기관별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브뤼셀 지방

기관명

Ministère de la Région de Bruxelles-Capitale, Direction de
la Politique de l'Emploi et de l'Economie plurielle, Cellule Permis de travail

주소

C.C.N., Gare du Nord, Rue du Progrès, 80 à 1035 Bruxelles

전화번호

+32 (0)2 204 13 99

이메일

travail.eco@mrbc.irisnet.be

홈페이지

http://www.werk-economie-emploi.irisnet.be/fr/
왈로니아 지방

기관명

Service public de Wallonie, Direction opérationnelle Economie,
Emploi et Recherche, Département de l'Emploi et des Permis de Travail

주소

Place de Wallonie, 1 à 5100 Jambes

전화번호

+32 (0)81 33 43 92 - +32 (0)81 33 43 38

이메일

permisdetravail@spw.wallonie.be

홈페이지

http://emploi.wallonie.be
플란더스 지방

기관명

Dienst Migratie en Arbeidsbemiddeling Vlaanderen

주소

Boulevard du Roi Albert II, 35 boîte 21 à 1030 Bruxelles

전화번호

+32 (0)2 553 39 42

이메일

arbeidskaart@vlaanderen.be

홈페이지

http://www.werk.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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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공동체 지방
기관명

Ministère de la Communauté germanophone

주소

Gospertstrasse 14700 Eupen

전화번호

+32 (0)87 59 63 00

이메일

arbeit@dgov.be

홈페이지

http://www.dgilive.be

나. 한국인 취업 수요
벨기에 기업 내 한국인 채용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으나, 내국인과 견줄 수 있는 외국어 능력(벨기에 공
용어인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등)을 가지고 있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며, 실제로 EU에서 일하고 있
는 한국인도 있다. 그러나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는 국내 실업률로 인해 외국인보다는 자국인 위주로
채용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 취업가능 유망 분야 등
한국인들의 취업유망 분야
ㅇ 로지스틱(물류)
한-EU FTA의 체결로 인해 한-EU 간 상품의 수입, 수출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물류회사들의 한국인 채
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한국인과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거래를 하는 벨기에 기업들은 한국인 채용에 긍정적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영어는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 벨기에 공용어인 프랑스어 또는 네덜란드어를 일정 수준 이상 구사할 수 있어
야 한다.
ㅇ 현지 가이드
가이드는 특별한 전공지식, 학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구직자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현지
가이드가 되기 위해선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이 좋다. 현재 국내 여행사들이 채용하는 현지 가이드는
90%가 라이선스가 없는 현실이지만,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는 정식으로 벨기에
정부에 신고를 하고 라이선스 취득을 권하는 바이다.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 도착 후 역사, 문화,
예술 등을 공부하며 벨기에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취업을 준비하면 된다.
ㅇ 화학 분야
벨기에의 화학산업은 전체 산업 수출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발달돼 있으며, 다국적 기업이 다수
소재해 있다. 또한 이 산업은 바이오 산업, 의약산업 등 다른 관련 산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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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처럼 벨기에 내 화학 산업 분야가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고급인력 수
는 부족한 실정이라 국내보다는 해외 인력 채용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다.또
한, 화학 분야 종사자들의 20%가 50세 이상이고 이들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10년 안에 약
4,000개의 신규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돼 특화된 고급 인력들의 벨기에 화학기업 내 채용 가능
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ㅇ IT 엔지니어
벨기에 내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IT 전문가가 3년 연속 꼽힌 만큼, 현재 벨기에 내 IT 전문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IT 산업의 발전속도에 비해 이를 소화해낼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해외로 아웃소싱을 하는 벨기에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 2월, 벨기에 정부는 현재의 느린 인터넷 속도 개선을 통한 인터넷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초고
속 인터넷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부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벨기에 전
역에서 30Mbps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이용하게 되며,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100Mbps의
속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인터넷 인프라 확대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벨기에 내 관련 IT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턴십을 통한 취업
벨기에는 인턴십 제도가 활성화 되어있고 회사 중 94%가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인턴십을
통한 취업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벨기에 교육과정 중 대부분의 학교들이 석사과정에 인
턴십을 의무과정으로 채택하고 있어, 인턴십 기회는 많은 편이다. 전문 구인기업 Stepstone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75%가 구직자의 인턴십 경험이 ‘이력서에 중요한 플러스
요인’이라고 밝힐 정도로 이제 인턴십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한국 청년이 벨기에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
째로, 언어 구사능력을 들 수 있다. 벨기에는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세 가지 언어가 공용어로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나 네덜란드어 두 가지 언어 중 한 가지는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벽
히 구사해야 한다. 독일어는 극히 일부 지역에만 사용되고 있어 앞서 언급한 두 언어보다는 그 중요도
가 낮다.
두 번째로는 ‘열린 사고방식’이다. 벨기에 회사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 ‘한국 사람들끼리만 어울린다’, 타
문화에 대해서는 닫혀있다’라는 인식이 많은 편이다. 벨기에 국가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프랑스 문화와
네덜란드 문화, 그리고 독일 문화가 혼용된 다문화 국가로서, 총 인구 중 11%가 외국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문화를 가진 회사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벨기에 내 인턴십 공고를 내고 있는 사이트는 아래의 표와 같으니 참고할 수 있겠다.
사이트명

홈페이지 주소

Mon stage

www.monstage.be

Option Carrier

www.optioncarrier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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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emplois

www.stages-emplois.be

Stepstone

www.stepstone.be

Stage

www.stages.be

현지 진출 대기업들의 국내 청년 인력 채용에 대한 반응
현지 진출 한국계 대기업들은 국내에서 인력을 채용을 하기 보다는, 인력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현지에
서 채용을 하고 있다.
실제로 벨기에에서 현지 영업법인을 운영 중인 한 기업의 경우, 한국 본사에서 파견되는 일부 관리직
외에 대부분은 현지에서 채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지인이 현지 시장, 문화 및 언어에 비교적 능통하
며, 국내 채용 인력의 경우 언어 능숙도가 떨어지고 정착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현지 채용
인력 및 국내 채용 인력에 있어서 마케팅, 무역 전공자가 주된 대상이지만, 필요에 따라 일부 기술직도
채용하고 있다.
무역관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지 한국 기업들은 국내 청년 인력 채용에 많은 애로사
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인원의 비자, 체류 그리고 업무 시 언어, 문화 장벽 등의 문제
를 꼽았으며, 일부 비용, 현지 생활문제에 어려움을 가지기도 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에
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설문조사 결과, 기업과 구직자 간에 상호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인력 채용∙파견에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내용

응답 수

비자, 체류

6

비용(임금/세금)

2

언어, 문화장벽

5

현지생활(주거, 교육 등) 문제

1

합계

14

자료원: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무역관에서 실시한 앙케이트)
워킹 홀리데이를 통한 취업
한-벨기에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워킹 홀리데이 협정)’이 2016년 7월 1일부로 발효됐다.워킹
홀리데이는 만 18세~30세의 청년들이 벨기에에서 체류하는 동안 취업과 관광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를 말한다. 우리 청년들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연간
최대 200명이 1년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체류기간 중 근로기간은 최장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근
무 기간 및 조건, 보수, 안전, 위생에 관해 벨기에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워킹 홀리데이 신청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만 18~30세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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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벨기에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는 자
- 신청 시점에서 대한민국 내에 거주 중인 자
- 부양가족 없이 여행하는 자
- 최소 2,500유로의 재정근거를 가진 자
- 유효한 귀국 항공권을 가진 자, 혹은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가진 자
워킹 홀리데이 협정 참가자들은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벨기에의 경우 왈로니
아 지방은 프랑스어, 플란더스 지방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언어 구사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도인 브뤼셀의 경우,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 모두 사용되며 외국인 비
율도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유창히 구사하고 영어 또한 사용 가능한 구직
자를 선호하고 있다. 벨기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주한 벨기에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이
트 링크는 아래와 같다.
ㅇ 벨기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주한 벨기에대사관)
- http://republicofkorea.diplomatie.belgium.be/ko/working-holiday-visa
한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취업하려는 경우, 정착 초기에는 취업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바로 일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최소 3개월의 생활비(숙박+교통비+식비 등)을
마련해두고 입국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라. 취업환경 및 취업 정보
취업환경
고급인력에 대한 국내 취업은 큰 어려움이 없는 편이나, 취업에 있어 가장 큰 결정 요인은 후보자의 능
력일 것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지 언어 구사능력(프랑스어 또는 네덜란드어 이외에 업무에 지장이 없
을 정도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춰야 하며, 관련 분야에 있어 경쟁후보들보다 우수한 능력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비슷한 자질을 가진 지원자들이 있을 경우, 회사는 이들 후보자들 중 내국인을
뽑을 가능성이 높은데, 고용절차도 훨씬 간편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서 온 외국인이 회사 내에서
적응을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자국 내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불안감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벨기에인들의 외국인 취업 관련
사회 분위기는 관대한 편이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을 한 후 그에 따른 세금을 낸다면 굳이 외국인
의 취업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벨기에 국민들은 벨기에 체류자격 취득 후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벨기에 공공 구인정보 웹사이트
벨기에의 각 지방정부에서 공공 구인정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인정보의 열람 및 구직자 이력
서 업로드 등 플랫폼 제공 기능에 충실하고 있고, 개별 인재 채용 권유 등의 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공기관의 성격상 구직자를 위한 직업교육, 기 취업 직원을 위한 직업 교육은 실시하고 있다.
벨기에 지방정부별로 운영 중인 구인정보 사이트는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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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관명

개요

홈페이지

- 벨기에 브뤼셀 지방정부 운영 구인 정보
포스팅 사이트
Actiris

- 벨기에 또는 EU국가의 구인정보를 열람

www.actiris.be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이력서 업로드
가능

브뤼셀

- 청년층을 위해 Infor Jeunes Bruxelles라
Infor

는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브뤼셀 정착

Jeunes

지원 사이트로, 이력서 작성방법, 계약서

Bruxelles

www.inforjeunesbruxelles.be

작성방법,
학생 구직정보, 부동산 정보 등 제공
-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정부 운영 구인 정

플란더
스

보 포스팅 사이트
Vdab

- 벨기에 또는 EU국가의 구인정보를 열람

www.vdab.be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이력서 업로드
가능
-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정부 운영 구인 정

왈로니
아

보 포스팅 사이트
Forem

- 벨기에 또는 EU국가의 구인정보를 열람

www.forem.be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이력서 업로드
가능
- 벨기에 독일어권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구

독일어
권

인 정보 포스팅 사이트
ADG

- 벨기에 또는 EU국가의 구인정보를 열람

www.adg.be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이력서 업로드 가
능

이 밖에도 벨기에에는 다양한 구인구직 및 헤드헌팅 회사들이 있다. 이 회사들은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
하며,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휴업체가 있기 때문에 각 구인구직 회사의 사이트를 검색하면 더 다
양한 업체의 구인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벨기에 주요 구인구직 회사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구인구직 업체명

홈페이지 주소

Man Power

manpower.be

Adecco

www.adecco.be

Tempo team

www.tempo-team.be

Synergie

www.synergiejobs.be

RandStad

www.randstad.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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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취업 성공사례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벨기에에는 런던의 세인트마틴, 미국의 파슨스와 더불어 세계 3대 디
자인 스쿨 중의 하나인 안트워프 왕립 예술학교가 있다. 안트워프 출신 디자이너들은 80년대 이후 혁
신적인 디자인과 실험정신으로 세계 아방가르드 패션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지의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모여들고 있다. 또한, 왕립 예술학교 출신 졸업생들이 운영하는 독립된 숍과 소규모
디자인 회사도 많이 있다.
벨기에의 EADC(Enthoven Associates Design Consultants)사에 취업한 한 한국인 디자이너의 경우,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지도교수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이곳에 지원하게 됐으며, 인턴십 기간 중 그 능
력을 인정받아 정식으로 취업에 성공하게 됐다.
벨기에의 디자인 회사들은 소규모이지만 세계 각지에서 온 인재들이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한
분위기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고 있다. 회사 내 커뮤
니케이션은 100%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어 구사능력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
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3. 비즈니스 에티켓
가. 복장
벨기에 사람들은 비즈니스 미팅 시 남녀 모두 정장을 입는 편이다. 색상과 멋은 개인적인 취향을 존중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금기하는 색상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검정, 곤색, 회색 등 어두운 계열의 복장을
선호하고, 너무 화려한 색깔은 피하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벨기에인들은 외모, 복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깨끗하고 말끔한 복장과 단정한 차림으로 미팅에 임하는 것이 바이어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벨기에 날씨는 한국보다 변덕이 심해 아침에는 맑다가도 오후에 비바람이 부는 경우가 잦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첫 비즈니스 미팅에 젖은 채로 나가는 것보다는,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우산과 방수기능의 외투를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
나. 언어
벨기에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플란더스 공동체, 불어를 사용하는 왈로니아 공동체 그리고 독일어권
공동체와 같이 총 세 개의 언어 공동체가 존재한다. 왈로니아는 벨기에 전체 인구의 40%를, 플란더스
는 59%, 독일 공동체는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은 불어와 네덜란드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외국업체와의 약속은 영어로 진행되고 있지만, 약속을 잡기 전
에 담당자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또 영어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만약 영어 진행이
힘들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의 통역원을 통해 약속을 진행할 수도 있다. 현지 통역원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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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브뤼셀 무역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므로 해당 리스트에 수록된 통역원 중 해당 일자에 통
역이 가능한 통역원을 찾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벨기에 지역별 사용 언어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브뤼셀 무역관에서 보유 중인 통역원 리스트 링크: http://www.kotra.or.kr/KBC/brussels
다. 인사
남성과 여성의 구별 없이 악수를 교환하는 것이 비즈니스 관계의 일반적 인사방법이다. 인사할 때는 손
을 가볍게 잡으며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는데, 인사말을 건넬 때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며 통성명을 하면
한결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보다 친근한 사이에서는 서로 뺨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기도 하
는데, 이를 비즈(Bise)라고 부른다. 비즈를 하는 방법은 왼쪽 뺨끼리 맞댄 후 입으로 가볍게 ‘쪽’ 소리를
내면 되는데, 남성들끼리는 통상적으로 비즈보다는 악수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악수를 하는 경우에
는 손에 너무 힘을 꽉 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잡게 되면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이라는 인
상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힘을 주면서 몇 초간 악수를 하면 된다. 한편, 악수는 두 손으로 하지 않고
한 손으로만 하는 것이 관례이다.
또한, 인사를 나눈 후 바로 비즈니스 상담에 들어가기 보다는 날씨나 상대방도 알고 있을 만한 큰 세계
적인 이벤트(월드컵 등) 같은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미팅 전에 미리 명함을 비롯해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브로슈어 등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해두었
다가 상담을 시작할 때 바이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벨기에 잠재 바이어에게 어필
하고 싶다면 명함의 한 면은 영어, 다른 한 면은 불어 또는 네덜란드어로 준비해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비즈니스 상담이 끝난 후에는 첫 인사와 마찬가지로 서로 악수를 교환하며 마무리한다.
헤어질 때 ‘나중에 식사 한 번 같이 합시다’라는 우리나라식의 인사말을 하는 경우, 벨기에 사람들은 정
말로 나중에 식사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한국식의 빈말은 피하는 것을 권한다.
벨기에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습관화 돼 있다. 길을 걷다가도 누군가와
잠시 부딪히게 되면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에도 ‘Pardon(빠흐동)-불어/Sorry(쏘리)-네어’라고 자동적으로
말하는 편이다. 또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받았을 경우 ‘Merci(메르씨)-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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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ku(당큐)-네어’로 회답하는 것이 관례이다.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에
는 즉각적으로 ‘De rien(드리앙)-불어/Graag gedaan(흐라흐헤단)-네어’로 응답한다.
라. 선물
비즈니스 관계에서 선물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상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간소한
기념품 증정은 초기관계를 원활히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때로 일부 한국 업체들은 한
과 또는 인삼차와 같은 건강식품류를 선물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받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선호 여
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 특유의 식품보다는 한국 전통이 가미된 기념품 또는 실용성이 있는 홍보
용품을 선물하는 것을 추천한다.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의 집에 초대됐을 때에는 빈손으로 방문하는 것보다는 선물을 준비해 가는 것이
예의이다. 통상적으로 와인, 꽃(특히 여성의 경우) 등이 초대선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초대한 가정
에 아이들이 있다면 쿠키나 초콜릿 등을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현지 파트너 집들이에 초대되
는 경우, 한국에서는 티슈나 세제를 집들이 선물로 주는 것이 관습이지만, 벨기에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없으므로 화장지를 선물로 주는 경우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초대선물과 비슷한 꽃이나 와인, 초콜
릿 등을 준비해가는 것을 권한다.
한편, 선물로 꽃을 선택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은 벨기에에서 국화는 죽음을 상징하므로 국화는 피
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벨기에인들은 선물을 줄 때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긴다. 만약 포장된 선물을 받고 열어보지 않은 채로 그냥 가져간다면
이상하게 여기며 예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선물을 받게 되는 경우 바로 열어보고 선물이
마음에 들거나 좋다는 반응과 함께 인사를 건네는 것이 좋다.
마. 약속
일반적으로 플란더스 지방의 사람들이 왈로니아 지방 사람들보다 시간을 더 잘 지키는 경향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벨기에인들은 다른 서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약속을 중요시하고 시간을 지키는 것을 미덕
으로 여긴다. 또한, 개인생활과 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약속을 잡을 때에는 업무시간 내에
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즈니스 약속 때에도 사전 언급 없이 전날이나 당일 약속을 요청하는 것은
실례이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는다 하더라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약
속은 최소 1주일 정도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한이나 이메일로 먼저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요청
후 바로 전화로 독촉하기 보다는 2~3일 정도 기다려 회신을 받은 후 다시 연락을 취하는 것이 보다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다. 참고로 약속시간은 아침 10시경의 오전 중반 또는 오후 3~4시경에 잡는
것이 좋다. 또한, 여름 휴가기간인 7~9월초와 크리스마스, 새해에는 공석인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이
기간을 피해 약속을 잡거나 담당자가 업무를 보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한편, 벨기에는 인건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업무시간에 대한 효율성을 중시하고, 실적이 없을 경우 시
간 낭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약속의 주제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
속시간에 늦거나 갑자기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유를 알리고 미안함을 표명해야 상대
방에 신뢰를 주어 추후 비즈니스를 원만히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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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 후에는 미팅에서 언급됐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 상대방에게 일처리를 확실하게 한다는 좋
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겠다. 한편, 보내려는 문서에 마감기한이 있는 경우 마감일은 정확하게 명시하
고 상대방으로부터 보낸 문서 또는 메일에 대해 잘 받았다는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지만, 벨기에 기
업들은 즉각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정식 계약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꼭 답변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
바. 식사
벨기에인들은 식도락가이고, 실제적으로 많은 비즈니스 대화가 식사를 나누면서 이루어진다. 사업상 대
화하기 어려운 주제가 있는 경우 딱딱한 사무실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아늑한 분위기의 레스토
랑에서 좋은 식사를 나눌 때 오히려 쉽게 풀어지는 경우들도 있다.
이에 따라 레스토랑 선택도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벨기에는 레스토랑 예약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므로 사
전에 미리 예약을 해두어야 하며, 보통 비즈니스 식사 시간은 오후 12시 30분~오후 2시 30분 사이에
이루어진다. 현지 레스토랑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어떤 레스토랑이 좋겠느냐고 조언을
구하고, 예약을 한 경우에는 어떤 레스토랑을 갈 예정인데 괜찮은지 상대방의 의사를 미리 물어보는 것
이 좋다. 또한, 벨기에인들 중에는 무슬림, 채식주의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므로 레스토랑을 예약하
기 전에 상대방의 식성을 미리 파악해 무슬림의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피하고 술을 권하지 않는 등 상
대방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겠다.
식당에 도착해서는 원하는 자리에 착석한 후 웨이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웨이터가 자리를 안내해
줄 때까지 입구에서 기다려야 한다. 또한, 여성이 동참한 경우에는 여성에게 먼저 앉을 의자를 제공하
는 것이 예의이다. 웨이터를 부를 때는 큰소리로 부르는 것보다는 가볍게 손을 들고 부르는 것이 좋고
주문할 때는 눈을 마주치는 것이 관례이다.
식사는 일반적으로 전채 요리-메인 요리-디저트-커피(또는 차) 순으로 진행된다. 식사 중에는 양손이 무
릎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올라가도록 하며, 팔꿈치는 테이블 밖으로 나가게 한다. 포크는 왼손에 나이
프는 오른손에 쥐고 식사를 하며, 만약 식사가 끝난 경우에는 포크와 나이프를 접시 위쪽에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나란히 놓으면 된다. 아직 식사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포크와 나이프를 양쪽에 포개놓으
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더라도 종업원들이 접시를 치우지 않는다.
면을 먹게 되는 경우, 벨기에에서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 것에 대해 예의가 없다고 여겨지므로 비
즈니스 파트너와 면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이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술을 따를 때 두 손으로
따르는 한국과는 달리 한 손으로만 따르며, 술잔을 받을 때 역시 한 손으로 받는다. 또한, 건배할 때는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관례이다. 음식을 남기는 것에 대해 음식 낭비로 여겨질 수 있으므
로 가능한 한 남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현지 음식을 먹으며 느끼하다고 한국에서 가져온 휴대용 김치
를 꺼내놓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식사 후, 상대방이 다 먹지 않았는데 일어날 채비를 하거나 일
어나는 것은 기본 에티켓에 벗어나는 행동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 문화적 금기사항
벨기에에서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아래와 같은 주제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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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나이
벨기에에서는 상대의 나이, 특히 여성의 나이를 묻는 것이 큰 실례이다. 나이에 따라 형, 누나, 오빠,
동생 등 호칭이 정해지는 한국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처음 벨기에인들을 만나면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벨기에의 경우, 나이에 따른 호칭이 존재하지 않고 이
름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주 만나는 사이더라도 서로의 나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흔하
고, 굳이 나이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에, 벨기에에서 현지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괜히 상
대방의 나이를 물어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권한다.
ㅇ 소득
상대방의 소득을 묻는 것도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벨기에의 경우, 같은 직종에 경력이 비
슷한 경우에도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 회사 내에서도 소득은 대화 금기사항으로 간주된다.
회사 동료 사이에서도 서로 기피하는 소득 관련 질문을 처음 본 사람이 물어본다면 매우 이상하게 여
길 뿐 아니라, 자칫하면 큰 오해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ㅇ 종교
벨기에 내 외국인 비율이 매우 높은 만큼, 이들의 종교 또한 다양하며 자신의 종교를 겉으로 드러내기
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따라서 대화 도중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이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대화 시 매우 신중해야 한다.
ㅇ 정치
벨기에 북부 플란더스 지방에는 우파 성향이 강하고, 남부 왈로니아 지방에서는 좌파 성향이 강하기 때
문에 정치에 관련된 대화를 나눌 경우, 조심하는 것이 좋다. 물론 벨기에인들도 대화 중에 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역감정이 심한 벨기에에서 정치색이 짙은 이야기를 무심코
했다간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ㅇ 언어 문화권
벨기에가 크게 불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총 세 가지 언어권으로 구성된 나라인 만큼 벨기에인들과 대
화를 할 때는 이들의 언어적 특성을 존중해야 한다. 대화를 하면서 세 언어 중 특정한 언어에 대한 선
호를 표하는 것을 삼가야 하며, 상대방의 언어 및 문화권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다른 언어권
사람에 대한 조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플란더스 지역의 사람에게 왈로니아 지역
의 사람에 대한 농담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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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주정착 가이드
가. 전화, TV, 인터넷 신청
전화를 신청할 때는 거주 중인 도시의 관할 전화국에 신청할 수 있지만, 신규 가입 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집 계약 시 집주인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선이 있는지 문의하는 것도 하나
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전화기는 전화국에서 빌릴 수도 있고 새로 구매할 수도 있는데, 1년 이상 거주
하는 경우에는 구매하는 편이 유리하다.
근래에는 이동전화 사용이 보편화돼 이동전화만으로도 큰 불편이 없어, 이동전화만 신청하는 소비자들
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통신업체에 가입 후 정기 사용료(후불)를 지불하거나 선불 충전카드(USIM)를
사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불 충전카드의 경우 가입이 필요없고, 상점에서 USIM 카드 구입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후불방식보다는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까지 벨기에에서 타국으로 전화를 걸게 되는 경우 로밍 서비스로 고려돼 국제요금 수수료를 지불
해야 했으나, 2017년 6월 15일부터는 역내 로밍제 폐지로 별도의 추가 수수료 부담 없이 국내 통화요
금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다.
벨기에의 주요 무선통신업체로는 Proximus, Base, Orange 등이 있는데, 시내 곳곳에 지점들이 위치해
있으므로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원하는 서비스(전화, 인터넷, TV)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위한 구비
서류로는 여권 또는 체류증,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기세 혹은 은행명세서), 은행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TV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서비스를 그대로 넘겨받은 후 명의만 바꿔서 사용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신청 및 가설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신규
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가격 등을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통신업체들이 TV+인터넷+유선전화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패키지 가격은 통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략 50~100
유로 정도이다(인터넷, 시내전화 무제한 기준).
이 외에도 TV+인터넷, TV+전화 등 다양한 조합의 서비스가 있으나 전술한 3개 상품의 결합 상품과는
크게 가격차이가 나지 않고, 각 통신사 사이트에 접속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일반적으로 최소 계약기간은 1년이며, 도중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과는 달리 벨기에는 인터넷 신청을 하면 보통 신청 후 2~4주 후에나 설치가 되므로 여유를 가지
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무선통신업체 리스트
업체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Proximus(Belgacom)

0800 33 800

www.proximus.be

Base

0486 19 1999

www.bas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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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Vikings

078 353 033

www.mobilevikings.be

Orange(종전 Mobistar사가 통합)

02 745 95 00

www.orange.be

Scarlet

02 275 2727

www.scarlet.be

유선전화 업체 리스트
업체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VOO

0800 800 25

www.voo.be

SFR

02 226 55 55

www.numericable.be

Telenet

0800 66 046

www.telenet.be

Proximus(Belgacom)

0800 33 800

www.proximus.be

Scarlet

02 275 2727

www.scarlet.be

나. 정부 등록
벨기에에 도착한 후, 집을 구했다면 꼬뮨(Commune)이라고 불리는 해당 구청에 가서 외국인 거주 등
록을 하고 신분증(ID card)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 전원이 꼬뮨을 방문해야 한다.
외국인 거주 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의무화돼 있으며, 비 EU 회원국 국민은 벨기에 입국 후
8일 이내에 거주하는 관할 구청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여권과 사진(4~5매), 체
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 입학확인증, 노동허가증, 현지 파견 증명서 등), 집 계약서 등을
해당 구청 외국인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구청마다 근무시간이 다르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방
문 전 미리 전화나 홈페이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발급 수수료는 구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5~40유로 정도이다.
이 밖에도, 관할 구청 및 담당직원에 따라 추가적인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입국 비자 발급
시에 주한 벨기에대사관으로부터 받았던 서류들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으며, 만약 한국에서 해당 서
류를 가져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대사관 정보
구분

정보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

- 주소: Chaussée de la Hulpe 173-175, 1170 Brussels,
Belgium
- 전화번호: +32 (0)2 675 57 77
- 이메일: Euconsul@mofa.go.kr
- 근무시간: 9시~12시, 14시~16시 30분(월~금, 점심시간 12시
30분~14시)
홈페이지:
http://bel.mofa.go.kr/korean/eu/bel/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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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등록 신청을 하면 거주신고를 했다는 증명 서류를 발급해 주는데, 이 서류는 후에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하다. 한편, 거주신고 증명 서류는 임시 발급이므로 유효기간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은행계좌를 급하게 개설해야 하는 경우, 은행에 임시 거주 증명서를 가지고 가도 가능하지만, 임시 증
명서의 유효기간까지만 계좌가 유효하기 때문에 정식 거주 증명서가 나오면 은행을 다시 방문해 신고
해야 한다.
구청에 등록 신청한 후 약 2~3주 후에 경찰이 집으로 방문하는데, 이는 외국인 거주 등록 신청 시 제
출한 거주지 주소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경찰 방문은 사전공지
없이 이루어지며(경찰 방문은 근무시간이 아닌 평일 저녁시간이나 토요일 등 주말에도 이뤄짐), 구청에
따라 거주 신고 후 경찰이 방문하는 시기가 매우 늦어질 수 있으므로 3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는 경우
구청에 한 번 더 문의하는 것을 권한다. 만약 임시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나서도 경찰이 방문하지 않았다
면 구청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재 중일 때 경찰이 방문했을 시에는 방문했던 시각이 담긴 메모를
우편함에 두고 가므로, 이 메모를 들고 경찰서에 방문해 거주확인 서류에 서명하면 된다. 만약 경찰이
방문했다는 메모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로 연락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추방 조치까지
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경찰서에서 받은 거주확인 서류를 들고 구청에 제출하면 1~2주(지
역별로 상이) 내에 신분증 발급이 완료된다.
체류증을 신청해 발급받는 기간까지는 보통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거주 지역마다 소요
되는 기간이나 절차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구청을 방문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특
히, 브뤼셀 지방의 경우에는 외국인 비율이 40% 이상이므로 타 지방에 비해 외국인 업무가 많아 이에
대한 처리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체류증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위해 벨기에 정부는 ‘긴급 절차(Procédure acélérée)’ 제도를 마련했
는데,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2~4일 내에 체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절차인 만큼 일반발
급 절차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일반 체류증 발급비용이 25~40유로라면 긴급절차의 비용은
180~230유로 내외이다. 동 절차는 출국을 앞두고 체류증을 분실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외에 자세한 출입국 절차와 비자, 체류증(장기, 단기) 관련 보다 다양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벨기에 이
민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벨기에 이민국 정보
구분

정보

벨기에 이민국
(Immigration Office)

- 주소: World Trade Center, Tour II Chaussée d'Anvers 59b, 1000
Brussels
- 전화번호: +32 (0)2 793 8000
- 이메일: infodesk@ibz.fgov.be
- 홈페이지: https://dofi.ibz.be/sites/dvzoe/EN/Pages/home.aspx

다. 자동차 구입, 렌터카, 리스카, 운전 시 유의사항
벨기에 체류 기간 중 자동차를 이용하고 싶다면 신차 혹은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렌터카, 리스카를 이용
하는 방법이 있다. 신차를 구입하고 싶은 경우 본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자동차 회사의 매장을 직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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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 구매할 수 있으며, 매장 방문 전에 각 회사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차량에 대한 정보와 가격
등을 미리 알아가는 것이 좋다. 참고로 벨기에에서는 수동차량이 일반적이고 오토차량의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토차량 구입 시 수동차량보다 1,000~2,500유로 정도 더 비싼 편이다. 또한,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내비게이션 및 에어컨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니
확인 후 구매할 필요가 있다.
중고차 구입의 경우, 여러 완성차 회사의 사이트에서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지만, 인터넷이나 지역 신문
광고를 보고 차주나 중개인(dealer, garage)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격은 후자 쪽이
20~30% 정도 비싼 편이며, 중개인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체등록증과 차량 정기점검
(Controle Technique)에 통과된 차량 번호판 신청서를, 차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
의 차체등록증과 차량 정기점검에 통과된 차량 번호판 신청서를 확인해야 한다.
여행이나 단기 체류일 경우 자동차를 렌트하는 것이 유리하나, 장기간 차를 빌리고 싶은 경우 리스
(lease)를 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특히, 임시거주자에게 있어 자동차 구입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반면,
리스카 이용은 행정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되파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
는 장점이 있다.
벨기에 내 모든 자동차는 첫 등록 이후 4년 후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차량 정기점검(Contrôle
technique)을 시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자동차 등록증(Carte grise)을
압수당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벨기에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측통행이다. 한국과 다른 점은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선
통행권이 있기 때문에 건널목에서는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유의해야 한다(단, 로터리는 예외).
그리고 트램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자가용 차량 운전자들이 양보해야 한다. 또한,
뒤쪽 좌석을 포함한 차량 내 모든 탑승자는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이며 시내 제한속도는 50km/h, 고속
도로는 120km/h이다. 또한, 학교근처와 같은 특수 지역은 30km/h이다. 주차장 이용 시 시내에 있는
Interparking, Q-Park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가 주차 시에는 반드시 주차 미터기에 동전을 넣고
영수증을 차량에 올려놓아야 한다. 요금은 시간당 2.5유로 정도다. 운전 시에는 자동차 내에 자동차 등
록증, 자동차 반호판 증명서, 보험증,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을 구비해놓아야 한다.
주요 자동차 회사 사이트
기업명

홈페이지

현대자동차

www.hyundai.be

기아자동차

www.kia.com/be

BMW

www.bmw.be

Volkswagen

www.vw.be

Audi

www.aud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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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oën

www.citroen.be

Renault

www.renault.be/
중고차 구매 참고 사이트

업체명

홈페이지

Nearly New Car

www.nnc.be

Cardoen

www.cardoen.be

My Way

www.myway.be

Autovlan

www.autovlan.be

Raoul de Sauvage

www.raouldesauvage.be
차량 수리 참고 사이트

업체명

홈페이지

Monsieur Pneus

www.monsieurpneu.be

Pneu Vanhamme

www.pneuvanhamme.be

Midas

www.midas.be

Auto 5

www.auto5.be
자동차 보험회사 사이트

업체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Elitis

02 210 59 50

www.elitis.be

Concordia

02 420 00 33

www.concordia.be

Assurances de Behault &
Boulanger

02 732 03 02

www.portima.com

Save Insurance

02 732 03 02

www.save-insurance.eu

Wilink Insurance SA

010 48 01 30

www.wilink.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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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카 참고 사이트
업체명

홈페이지

DirectLease

www.directlease.be

Sixt-Leasing

www.sixt-leasing.com

LeasePlan

www.leaseplan.be

Vroom

www.vroom.be

라. 운전면허 취득
벨기에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국이므로 한국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벨기에 내에서 운
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운전 시에는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등 3가지의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 후 1년 동안만 유효하므로, 벨기에에 정착한
후에 해당 꼬뮨에 가서 벨기에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분실 시에는 벨기에 체류증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앞뒷면 번역인증 받은
것을 소지하고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 번역인증을 받은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은 무사고
인증 방문자의 경우 3개월, 체류의 경우는 1년간 인정해준다. 번역 인증은 여권, 사진, 체류증, 한국면
허증 원본을 소지하고 대사관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단, 구청에 따라서 대사관이 아닌 현지 번역 공증
만을 인증하는 경우 있으니 확인해야 함).
유럽 회원국 내 공용 벨기에 운전면허증 발급은 벨기에 체류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 발급하므로,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을 벨기에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거주지 시청의 운전
면허부서에 본인의 여권, 체류증, 한국면허증 원본 및 한국운전면허 번역인증서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
료를 지불하면, 서류 검토 접수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2017년 기
준으로 30유로 내외이며, 발급 소요기간은 약 5일이 걸린다.
한국면허증은 당해 시청에 보관되며, 한국 영구 귀국 시 벨기에 면허증과 다시 교환한다. 이 벨기에 운
전면허증은 벨기에에서 발급하는 ID 카드 소지자 및 장기체류 허가증 소지자에게 발급하며, 체류 신청
이 등록된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브뤼셀에서 신규 운전면허 발급을 받고자 한다면, 한국에
서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문의처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Centre of examination n.1001

Rue Colonel Bourg 118, 1140 Brussels(Evere)

02 726 91 52

Centre of examination n.1021 Rue du Labeur, 3-9, 1070 Brussels(Anderl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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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은행구좌, 병원, 우체국
은행구좌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약속을 잡고 가야 한다. 약속시간
에 필요 서류를 가지고 가면 서류를 확인하고 몇 가지 설명 뒤에 바로 계좌를 열어준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출국 전 비자 발급 때 요구됐던 서류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 계좌와
함께 현금인출 카드도 받게 되는데, 카드는 보통 1주일 뒤에우편물로 배달된다. 은행 계좌를 열기 위해
서는 현재 벨기에 내 거주 중인 집 주소가 있어야 하고, 집 계약서가 없으면 계좌를 열어주지 않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체류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면 되지만 아직 받지 못했을 경우, 거주 신고 증
명서를 먼저 제출하고 추후 체류증 발급 시 은행에 다시 재방문해야 한다. 만일 체류증을 제출하지 않
으면 계좌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은행 구비 서류: 집 계약서, 체류증(혹은 거주 신고 증명서), 신분증(여권) 등
벨기에 내 대표적인 은행으로 BNP Paribas Fortis, KBC, ING, Belfius 등이 있으며, 이중 거래하기 편리
한 곳을 정해 약속을 잡고 계좌를 열면 된다. 통장 개설을 위해 은행에 점심시간이 있는지 등의 업무시
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오전 9시~오후 16시까지가 업무시간이다.
주요 은행 사이트
은행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BNP Paribas Fortis

02 762 20 00

www.bnpparibas.be

KBC

078 152 154

www.kbc.be

ING

02 547 21 11

www.ing.be

Belfius

02 222 12 01

www.belfius.be

Beobank

02 626 50 50

www.beobank.be

병원
벨기에의 의료진 수준은 높은 편이며 병원, 약국, 응급처치 서비스도 신속하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벨기에에서 병원을 갈 때에는 무작정 가서는 안 되고, 사전에 전화 또는 메일로 예약을 잡은 뒤 방문해
야 한다. 만약 사정이 생겨 약속시간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원에 다시 전화를 해서 시간을 바꾸
거나 취소를 해야 한다.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병원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일부가 벌금
형식으로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등 전문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곧바로 전문
의한테 갈 수 없고, 일반의(가정의)에게 1차 검진을 받은 후 전문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아
야 전문의를 방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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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병원/의사는 의료보험 협정 여부에 따라 협정 병원/의사(Conventioné)와 사립(Privé)으로 구분
된다. 일반 진료로 병원을 찾게 될 때 의료보험 협정 병원/의사일 경우 27유로가 들지만, 사립인 경우
해당 병원/의사가 자발적으로 책정한 금액에 따라 지불해야 하므로 병원에 가기 전에 의료보험 협정이
돼 있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한 후 약속을 잡기를 권한다.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병원비의 75% 정도를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벨기에 대학병원 같은 큰 규모의 병원에서는 카드 지불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병원에서는
현금만을 받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일반 진료의 경우에는 진료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현금을 지불하
는데 있어 큰 부담이 없지만, 치과 등 특수 진료에는 몇백 유로까지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병원
방문 전 미리 전화를 걸어 대략적인 비용을 확인을 해두는 것을 권한다.
주말에는 일반 의사 및 병원은 휴무이므로 밤이나 주말에 아픈 경우에는 긴급의사(Medecin de garde)
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약국 역시 주말에는 휴업인 약국들이 많고,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몇몇 약국들이 돌아가며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약국에 가기 전 인터넷으로 영업 중인 약국을 확인해보
는 것이 좋다.
- 긴급 연락처: 경찰 - 101, 소방서 및 긴급 구조대 - 112/100
벨기에 진료 정보
구분

홈페이지 주소

벨기에 내 의사/병원 검색 사이트(벨기에 전체)

www.pagesdor.be

의사/병원 검색 사이트(브뤼셀 지방)

www.famgb.be

긴급의사 진료(Medecin de garde)

www.sosmedecins.be

주말 이용 가능한 약국 검색 사이트

www.servicedegarde.be

브뤼셀 지역 주요 종합 대학병원
병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Centre Hospitalier Unversitaire St. Pierre

02 535 31 11

www.saint-pierre.be

Hopital Universitaire Brugmann

02 477 21 11

ww.chu-brugmann.be

Hopital Universitaire des Enfants-Reine Fabiola

02 477 33 11

www.huderf.be

Hopital Erasme

02 555 31 11

www.hopitalerasme.be

Cliniques Universitaires VUB

02 477 41 11

www.uzbrussel.be

Cliniques Universitaires St-Luc

02 764 11 11

www.saintluc.be

우체국
벨기에에서 우편을 보내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벨기에 우체국인 Bpost를 이용하면 된다. Bpost는 시내
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용시간은 보통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6시이나, 간혹 토요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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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2시까지 여는 지점도 있다. 또한 UPS, DHL, Federal Express, Delivery Express 등 특송을 이용하
는 방법도 있으나 우체국 보다는 가격이 다소 비싼 편이다.
벨기에 내로 우편을 발송하면 90% 이상이 하루 만에 도착하고 있으며, 한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경우
에는 약 2주가 소요된다. 비용은 무게나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A4 용지 사이즈 정도에 무게가
0~50g인 것은 1.48유로, 무게가 1~2kg인 경우에는 5.18유로가 든다. 한국으로 보내는 소포의 경우
Express를 이용하면 4~5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용가격은 5~5.5kg 기준으로 약 167유로이다.
또한, 일반 우편 이용 시 굳이 우체국을 찾아갈 필요없이 우체통에서 바로 보내면 되는데, 우체통은 역,
마켓, 시장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우표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시내 곳곳에 위치한
Press(신문, 잡지, 담배 등 판매처)에서도 우표를 살 수 있다. 우편을 받을 때 부재 중인 경우 우체부는
우체국으로 찾으러 오라는 종이를 우편함에 남겨놓는데, 이 종이를 가지고 우체국을 가면 우편을 찾을
수 있다. 만약 기한 내에 우편을 찾아가지 않으면, 다시 반송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때 우체
국에서는 본인 확인 및 서명을 해야 우편물을 건네주므로 우체국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요 우편물 배송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BPOST

02 201 23 45

www.bpost.be

DHL Express

02 715 50 50

www.dhl.be

Federal Express

02 752 75 75

www.fedex.com

Delivery Express

04 85 95 84 82

www.deliveryexpress-topclean.eu

우편번호 검색사이트
구분

사이트 주소

벨기에

www.code-postal.be

유럽

www.codepostaux.com

바. 주요 쇼핑센터, 특산물
식료품
벨기에의 대형 슈퍼 체인점은 Delhaize, Carrefour, Aldi, Colruyt, Lidl, Makro 등이 있으며, 매장마다
가격대와 품질이 조금씩 다르므로 이를 비교해본 후 가장 적합한 곳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곳곳에
Carrefour express, Delhaize shop n’go와 같은 소규모 슈퍼마켓들이 있으나 가격은 대형마트에 비해
조금 비싼 편이다. 따라서 집 근처에 대형마트가 없는 경우, 평소에 소규모 슈퍼마켓을 이용하고 주말
에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주요 식료품 유통업체들은 온라인샵 역시 운영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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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시간이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마트와 슈퍼마켓은 저녁 7~8시에 문을 닫지만
새벽까지 운영하는 Night shop도 시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면 제철 식료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벨기에에는 약 11개 정도의 대규모
시장이 있으며, 각 운영시간이 다르므로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 재래시장 중에서는 미디역
(Midi)에 열리는 일요일 재래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다.
한편, 브뤼셀에서 한국 식료품 구입을 원하는 경우, 브뤼셀 외곽의 한국 식료품 전문 마트를 이용하거
나 브뤼셀 시내 증권가 거리에 위치한 중국 식료품점을 이용하면 된다.
한국 식품점 정보
업체명
신라 식품점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Chaussée de Wavre 1676 1160
02 20 672 7337
Auderghem

오마스시

Rue deTervaete 12, 1040
Etterbeek

Kam yuen Supermarket
Jin Long Supermarket

9시~19시

02 753 97 57 /

12시~14시

0488 29 40 80

17시 30분~21시

Rue de la Vierge Noire 2-4,
1000 Brussels

02 511 4868

9시~19시

Rue Saint-Pierre 59, 1000
Brussels

02 681 04 53

9시 30분~19시30분

주요 시장 정보
시장명(장소)

품목

운영시간

Grand Place

꽃/식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월요일, 목요일은
폐장)

Marché du Midi

식품류/의류/잡화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일요일)

Place Ste Catherine

식품류, 꽃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수요일)

Place Ixelles

식품류

일요일

Place du Châtelain

식품류

오후 2시부터 7시까지(수요일)

Abattoir Brussels

식품류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금, 토, 일요일)

비품 구입
벨기에의 경우 집을 구할 때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냉장고, 찬장 등 주방시설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집기나 비품이 없이 비어있는 상태이므로 구입해야 할 물건이 많다. 또한, 한국에 비해 물가가 비싼 편
이므로 이를 감안해 이삿짐으로 부칠 물건과 현지에서 구입할 물건을 사전에 면밀히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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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은 가전제품 전문 판매점(예: Media Mart, Vanden Borre, Krefel 등)이나 할인 상점을 이용하
는 것이 좋고, 동일한 상품의 경우에도 상점마다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가격 비교 후 구입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TV 등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한국에 돌아가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멀티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 집기는 집 근처 대형마트(예: Carrefour, Delhaize, Colruyt 등)나 시내 곳곳에 있는 가정 생활용품
전문점(예: HEMA, Brico, CASA 등), 혹은 백화점(예: Inno)에서 구입하고, 가구의 경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조립식 가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IKEA에서 구입하면 된다. IKEA에는 가구뿐 아니라 일상생활
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팔고 있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백화점, 쇼핑몰
벨기에의 백화점으로는 Galeria Inno 백화점이 있는데, 브뤼셀과 브뤼헤, 안트워프 등에 소재해 있다.
브뤼셀 내에서는 Bascule, Louse, Woluwé, Bruxelles 총 4개의 매장이 있다. 브뤼셀 시내 쇼핑 장소는
Rue Neuve(지하철역 Rogier)를 중심으로 그랑플라스 주변 쇼핑센터와 Avenue Louise(지하철 역
Louise), Woluwe 쇼핑센터가 있는데, 고가 상품을 비롯해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으므로 쇼핑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한편 유명 고가 브랜드의 상점이 모여있는 곳은 루이즈가(Avenue Louise)로, 지하철
역은 Louise이다.
브뤼셀 주요 쇼핑센터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City 2

Rue Neuve 123 - bte 402m 1000 Bruxelles

www.city2.be

Le Shopping Center Woluwe

Rue Saint-Lambert 200, 1200 WoluweSaint-Lambert

thewshopping.be

INNO
Docks Bruxsel

Avenue Louise, 12
1050 Brussels (Louise 점)
Boulevard Lambermont 1,
1000 Bruxelles

www.inno.be
www.docksbruxsel.be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립 패션디자인학교가 있는 안트워프의 경우, 일반 의류매장뿐만 아니라 여러 디자
이너샵이 있어 보다 다양하고 희귀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구경하기에 좋다. 주요 쇼핑거리로는 Meir
거리와 디자이너 샵이 몰려있는 Nationalestraat이 대표적인 쇼핑거리로 볼 수 있다. 안트워프는 다이
아몬드 쇼핑으로도 매우 유명한데, 이는 항구가 발달한 지역 특성상 16세기 포르투갈에서 이주한 유대
인들에 의해 다이아몬드가 활발하게 유통됐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 다이아몬드 거래소가 설립될 만큼
다이아몬드에 일가견이 있는 안트워프는 유통뿐만 아니라 커팅기술 등 제품 품질 면에서도 세계 제일
로 손꼽히고 있다. 최고급 품질에도 불구하고 다른 다이아몬드 시장보다 가격이 저렴해 많은 관광객들
이 안트워프 중앙역 앞에 위치한 다이아몬드 거리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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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트워프 주요 쇼핑센터 안내
업체명

주소

홈페이지

Stadsfeestzaal

Meir 78 / Hopland 31 2000 Antwerp

http://stadsfeestzaal.com/en

Grand bazar

Beddenstraat two bus 44a 2000
Antwerp

http://www.grandbazarantwerp.be

이 외에도, 벨기에에는 Maasmechelen Village라는 아웃렛이 있는데, 마스메켈렌이라는 도시에 위치한
이 아웃렛에서는 스포츠 브랜드부터 명품 브랜드까지 다양한 브랜드의 이월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개 40% 정도이다.
- 아웃렛 홈페이지: http://www.maasmechelenvillage.com
벨기에 특산물
타피스트리(Tapestries)
다채로운 선염색사로 짜서 만드는 실내 장식물로, 특히 플란더스 지방의 상품이 유명하다. 타피스트리
제품으로는 벽걸이, 러그, 가방, 식탁보, 쿠션 커버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그랑플라스 주변에 여러 곳
의 타피스트리 매장이 있다.
레이스
중세시대부터 그 명성을 이어온 벨기에 레이스는 섬세함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16세기에 처
음 시작된 벨기에 레이스 산업은 19세기에는 약 15만 명의 여성이 종사할 정도로 번성했다. 벨기에의
레이스 생산 기술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비슷한 시기에 생겨났다. 초기에는 안트워프에서 주로 생산됐
다가 관련 기술이 벨기에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됐다.
레이스는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들의 옷 또는 소매의 장식에 주로 사용됐다. 벨기에 레이스는 특히 이웃
국가들의 왕실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그 중에서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Ⅰ)가 옷깃 장식으
로 벨기에 레이스를 즐겨 찾았다고 전해진다.
또, 프랑스의 외제니 황후(Eugénie)는 벨기에 레이스 장식이 들어간 약 3000벌의 드레스를 주문한 바
있으며, 600명이 총 9만 개의 보빈 레이스를 사용해 10개월 이상 제작한 가운을 별도로 주문 제작할
정도로 벨기에 레이스를 유달리 좋아했다고 전해진다. 레이스 매장은 브뤼셀, 브뤼헤, 안트워프 등의
도시 곳곳에서 찾을 수 있으며 브뤼셀에는 ‘의상과 레이스 박물관’이 있어 벨기에 레이스의 역사와 전통
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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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스 박물관 정보
구분
의상과 레이스 박물관
(Musée du Costume et de la Dentelle)

정보
- 주소: Rue de la Violette 12, 1000 Bruxelles
- 전화번호: 02 213 44 50
- 개관시간: 화요일~일요일 10:00~17:00

초콜릿
단맛이 강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벨기에 초콜릿의 상징은 프랄린 초콜릿(Praline)이다. 프랄린 초
콜릿이란 안에 크림, 견과류 등을 채워넣고 초콜릿을 겉에 씌워 만드는 미니 초콜릿으로, 맛뿐만 아니
라 다양한 모양으로 전 세계인들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예전에는 독일 사람들이 벨기에의 프랄
린 초콜릿을 매우 많이 사가서 벨기에와 독일 간의 열차를 ‘프랄린 익스프레스’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전
해진다.
1912년 벨기에 초콜릿 전문점인 노이하우스(Neuhaus)가 프랄린 초콜릿을 처음 만들어낸 이후로, 벨
기에 초콜릿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벨기에 여행객들은 벨기에 특산품으
로 초콜릿을 구입해간다. 벨기에 초콜릿의 연간 생산량은 17만 2000톤을 웃돌며, 30억 유로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매출액은 벨기에 전체 식품산업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현재 6천 명
이상의 초콜릿 산업 종사자들이 전체 고용의 1/10을 차지할 만큼 초콜릿 산업은 벨기에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매년 생산되는 초콜릿 17만 톤 중 60% 가량이 수출되고 있으며, 40%는
국내에서 소비된다. 벨기에 국민 1인당 섭취하는 초콜릿의 양도 연간 11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초콜릿 생산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벨기에 초콜릿 제품들은 대량생산 방식보다는 수작업 공정으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벨기에 내에만 500여 곳의 초콜릿 장인 숍(Chocolatiers)이 존재하며, 2000여
개가 넘는 수제 초콜릿 전문점들이 주택가 골목마다 위치해 있다.
벨기에의 유명한 초콜릿 매장으로는 노이하우스(Neuhaus), 고디바(Godiva), 코르네 포르 로얄(Corné
port royal), 피에르 마르꼴리니(Pierre Marcolini) 등이 있으며, 관광지인 그랑플라스나 오줌싸개 동상
근처를 비롯해 벨기에 곳곳에 많은 매장이 있으므로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과 패키
지가 마련되어 있어 선물용으로 구매하기 좋다.
맥주
벨기에는 맥주 전통의 고장인 유럽 중에서도 엄선된 귀한 물과 원료로 손수 만든 청주 맥주 등 고전
맥주의 ‘보고’라고 전해진다. 현재 약 2000종 이상의 다양한 맥주가 200개가 넘는 양조장에서 생산되
고 있으며, 벨기에 국민 1인당 연평균 150리터의 맥주를 소비하고 있다. 벨기에에서 맥주는 단순한 주
류가 아니라 문화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는데, 벨기에인들에게 맥주는 단지 ‘술’이라는 개념이 아닌,일상
생활에서 항시 즐기는 등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2016년 11월 30일, 유네스코는 이 같은
벨기에 맥주문화를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며, ‘벨기에 전역에서 맥주를 만들고 음미하는 것이 공
동체의 살아있는 유산 중 하나이며 축제 때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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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벨기에가 다양한 맥주의 나라로 불리기까지에는 독일의 맥주 순수령*과 같은 엄격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전통 재료에 미생물을 더하거나 약초나 허브, 과일
등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맛을 내거나 계절 맥주를 생산하는 등 다양한 실험적인 시도가 가능했기 때
문에 여러 종류의 맥주가 고루 발달하게 된 것이다.
* 맥주 순수령: 1516년 독일의 빌헬름 4세가 순수한 맥주의 품질 유지를 위해 양조 시 보리, 홉, 물
이외의 원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주세 인상 때마다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 와인 및 리큐
르(식후에 마시는 독한 술) 생산업 종사자들의 반대 시위가 매년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도 벨기에 맥주
산업의 꾸준한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벨기에 특유의 맥주로는 람빅(Lambic: 천연발효 맥주), 트라피스트 맥주(Trappist Beer: 수도원에서 만
든 맥주), 애비 맥주(Abbey Beer: 수도원의 제조법에 따라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맥주), 위트비어(Wit
Beer: 밀 맥주), 스트롱 에일(Strong Ale: 고알코올 도수의 맥주) 등이 있다. 다양한 맥주가 존재하는
만큼 벨기에에는 그에 걸맞은 맥주 문화가 있는데, 벨기에 맥주는 각자의 독특한 전용 잔이 있다. 각기
다른 맥주별로 딱 맞는 맥주잔에 따라 고운 기포와 헤드, 컬러까지 함께 음미하며 먹는 것이 벨기에에
서 맥주를 즐기는 방법이다.

5. 생활여건
벨기에에는 많은 주요 국제기구들이 집중돼 있고, 지리적으로 주변 여러 국가들과 인접해 있다. 또한,
깨끗한 자연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치안이 안전한 편이라,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도인 브뤼셀은 미국 컨설팅 업체인 Mercer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2017년 가장 살기 좋은 도
시(Quality of Living 2017)에 27위로 선정됐다. 동 순위는 전 세계 도시 440개를 비교해 각 도시별 환
경, 경제, 보건, 공공 서비스, 주택, 문화 등을 지수화한 후 종합평가하고 있다(서울은 76위 차지).
이 밖에도, 벨기에는 2016년 11월 싱크탱크 중 하나인 Legatum에서 발표한 ‘세계 번영 지수(The
Legatum Prosperity Index)’에서도 16위를 차지하는 등 이전(2014년) 랭크 때보다 한 단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지표는 전 세계 142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와 교육, 자유, 보건, 안전 등 8개 분야의
점수를 매긴 번영지수로, 2008년부터 발표하고 있는데 동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1%가 벨기에는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주거 여건
벨기에 내 집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검색, 주거 희망지역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알아보는 방법과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검색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주거 희망지역의 주택
여부, 주택의 형태 및 기본적인 조건과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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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에는 다양한 부동산 전문 에이전트들이 존재하는데, 프렌차이즈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지
역 내 다양한 매물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영어
에 능숙하기 때문에 프랑스어나 네덜란드어를 모르는 경우에도 큰 어려움 없이 집을 구할 수 있다. 다
만, 벨기에에 도착하기 전 한국에서 미리 벨기에에 집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집주인과 연락이 되
더라도 막상 도착하면 다른 사람이 이미 계약을 해놓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벨기에 내 주택 자가비율은 71.4%로, 벨기에 10명 중 7명 가량이 자가소유를 하고
있으며 세입자 비율은 28.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입자를 위한 벨기에 정부 정책은 오히려
자가소유자를 위한 정책보다 더 촘촘하게 짜여있다. 19세기부터 시작된 주택소유 권장 정책은 20세기
말까지 지속됐는데, 특히 1960년대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자가소유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에는 예산 투입이 적어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 이하 수준으로 다른 유
럽 국가들에 비해 많이 낮은 상황이다.
벨기에에는 한국과 같은 전세제도는 없으며, 월세와 시설보증금 제도로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임대인은 물가상승률이 고려된 정부지표 내에서만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 임대료 이외
의 비공식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없고 적발 시 벌금을 내야 한다.
계약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와 다른 계약 조건이 들어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벨기에에서 적용 중인 세입자 보호정책은 저소득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
니라 벨기에 내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세입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본적 세입 계약기간은 3년이며,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계약 연장을 하려면 계약만료
일 6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기본 세입 계약기간인 3년 이전에 세입자가 개인 사
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계약해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1년 이전에 이사를 갈
경우 3개월치 월세, 2년 이전은 2개월치 월세, 3년 이전은 1개월치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3년 이후에
는 세입자가 개인 사정에 따라 이사를 가더라도 별도의 계약해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임대자가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 특
별한 이유 없이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6개월 이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관련된 계약해
지 비용을 줘야 하는데, 3년 이내 해지 시 9개월치 월세, 6년 이내 해지 시 6개월치 월세를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만약 집의 재개발 또는 임대인의 가족이 들어와 살아야 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
능하지만, 관련 사실을 관리 기관에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월세와 함께 운영되는 시설보증금 제도(Garantie locative)의 경우, 계약 종료 후에 집을 계약 이전의
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입주 전과 퇴거 시에 집의 상태에 따라 분쟁이 발
생하지 않도록 시설보증금 제도로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계약을 하면 세입자가 거주할 ‘집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를 ‘에따 데 리유
(Etat des lieux)’라고 부른다. 보다 더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싶다면 시설검증 전문가
(Expert)가 임대인과 함께 동행해 Etat des lieux를 실시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공
동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대략적인 비용은 250유로 선이며 임대인과 세입자가 반반씩 지불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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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입주 전 벽지 등 집 내부가 잘 정리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에 도배 및 전체 청소
를 깔끔히 해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이사를 나와야 한다. 임대인은 작은 생활 흔적들에 대해서도 보상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상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수비용은 세입자가 지불하거나 시설보증금
에서 제한 후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러한 시설보증금은 2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며, 이를 임대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임대인과 세입자의 이름으로 된 보증금 전용 계좌를 개설한다. 다른 한
쪽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보증금은 집 계약 종료 후 임대했던 집 상태를 확인한 후
에 임대인과 세입자가 은행에 동행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에 예치된 해당 보증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갖는다.
또 다른 세입자 보호 정책으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있다. 벨기에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
들과 다르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임대인에게만 부여되고, 세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입
자가 초기 집을 구하는 데 부담을 덜 가지고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쉽게 집을 알아볼 수 있다.
집을 구매하려는 경우, 벨기에에 정착하자마자 바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거주하기 원하는 지역에서
월세로 어느 정도 살아본 다음에 구매를 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또한, 구매 시에는 집 출생신고서,
CEP, 전기검사증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집 출생신고서는 집의 설계도면, 설립연도 등 세부사항
을 나타내는 문서이며 CEP(Certificat de performance énergétique)는 난방에 필요한 전력량을 표시한
문서이다. 전력량 수치가 낮을수록 난방비가 적게 들며 수치가 높을수록 난방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
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구매하려는 집의 전력비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전기검사증(l’
installation électrique)은 정기적인 전기검사를 통해 내부 전기시설에 이상이 없는지의 유무를 알려주
는 서류이다.
2016년 기준으로 벨기에의 아파트(소형아파트, 스튜디오) 평균 매매가는 221,411유로, 주택의 경우
212,488유로 가량이 든다. 수도인 브뤼셀 지방은 타 지방 대비 가격이 높은 편이나, 브뤼셀 내에서도
동네별 편차가 매우 크므로 평균 집값으로만 시세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방별 가격은 아래의 표를 참
고하면 된다.
벨기에 지방별 부동산 가격
(단위: 유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플란더스 지방

아파트: 211,150
주택: 212,082

아파트: 214,465
주택: 213,558

아파트: 230,974
주택: 222,119

아파트: 227,923
주택: 228,589

브뤼셀 지방

아파트: 225,799
주택: 368,791

아파트: 224,843
주택: 365,204

아파트: 229,957
주택: 404,109

아파트: 235,119
주택: 412,578

왈로니아 지방

아파트: 168,738
주택: 147,810

아파트: 165,058
주택: 149,808

아파트: 170,157
주택: 155,077

아파트: 173,354
주택: 157,276

주: 2017.6.16 확인 기준
자료원: Statbel(벨기에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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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벨기에 집 찾기 사이트
- www.vlan.be
- www.immoweb.be
- www.logic-immo.be
- http://www.cap-sud.com
부동산 에이전트 정보
업체명

주소

Immobilier

Route de Genval, 14 –1380 Ohain

Agence IBP
Agence
Immobiliere de
Bruxelles

전화번호

02 634 05 90 www.adison.be

Avenue d’Auderghem, 277, 1040 Bruxelles 02 743 03 80
Avenue Franklin Roosevelt, 244/15 1050
Bruxelles

홈페이지

02 358 61 61

www.ibp.be
www.aidb.be

나. 교육 여건
벨기에는 지역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언어가 상이한데, 수도인 브뤼셀을 기준으로 북쪽의 플란더스 지
방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남쪽의 왈로니아 지방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독일에 인접한 동쪽 지역에
서는 일부 독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수도인 브뤼셀은 주로 네덜란드어, 프랑스어가 사용되나 프랑스어
의 사용이 보다 보편적이다. 이에 따라, 학교 또한 플란더스 지방에서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왈로니
아 지방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지 학교는 통상 정부 지원을 받아 무료로 운영되는 'Official Education' 또는 'Catholic Education'
이 일반적이며, 이외에도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일부 사립학교가 존재한다. 학교는 자녀연령에 따라
'Nursery School', 'Primary School', 'Secondary School'으로 나뉘는데 'Nursery School'의 경우 만 2
살 반부터 입학이 가능하다. Nursery School의 경우에는 의무는 아니며,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교육이
다. Primary School은 6세~12세, Secondary School은 12세부터 18세까지 해당된다. Secondary
School에서는 일반, 예술, 기술, 직업분야를 선택해 수업을 듣는다.
지역의 학교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통상 해당학교 입학서류, 부모 및 아이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구청 발행)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인기가 있는 학교의 경우 입학을 위해 대기 명단
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 현지 학교는 정부의 보조를 받고 학교와 학부모 간 커뮤니티가 잘 형성
돼 있으며, 특히 맞벌이 부모를 위해 수업시간 이전 또는 방과후에도 아이들을 적은 비용으로 돌봐주는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와 별개로 특히 브뤼셀은 EU 본부의 존재 등의 이유로 외국인 비율이 매우 높아 미국계, 영국계, 유
럽계 등 다양한 종류의 국제학교가 잘 발달되어 있다. 대표적인 국제학교로는 EU 기구에서 운영 중인
European School(유럽)이 브뤼셀 내 다수 소재해 있으며, 이 외에도 International School of
Brussels(ISB, 미국계), The British School of Brussels(BSB, 영국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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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국제학교 학비는 인근 유럽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학교에 따라 부모의 직장
에서 자녀 학비에 대한 지원이 없거나 지원비율이 낮은 경우, 학비를 일정비율 감해주는 이중 학비체계
를 운영하는 곳이 많기에 사전에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요 국제학교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International School of
Brussels (ISB)

Kattenberg 19,
1170 Bruxelles

02 661 42 25

www.isb.be

The British School of
Brussels (BSB

Leuvensestwg 19,
3080 Tervuren

02 767 80 70

www.britishschool.be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of Brussels
(BISB)

Avenue Emile Max 163, 1030
02 736 89 81
Bruxelles

BEPS International
School

Avenue Franklin Roosevelt 23 ,

The Antwerp
International School

www.bisb.org

02 648 43 11

www.beps.com

Veltwijcklaan 180,
2180 Ekeren-Antwerp

03 543 93 00

www.ais-antwerp.be

Da Vinci International
School

Verbondstraat 67,
2000 Antwerp

03 216 12 32

www.da-vinci.be

European School,
Brussels I (Uccle
+Berkendael)

Avenue du Vert Chasseur 46
B-1180 Bruxelles

02 373 86 11

www.eeb1.com

European School,
Brussels II (Woluwé)

Avenue Oscar Jespers 75
B-1200 Bruxelles

02 774 22 11

www.eeb2.be

European School,
Brussels III (Ixelles)

Boulevard du Triomphe, 135
B-1050 Bruxelles,

02 629 47 00

www.eeb3.eu

European School,
Brussels IV(Laeken)

Drève Sainte-Anne, 86
1020 Bruxelles

02 340 13 94

www.eeb4.eu.be

European School
Bruxelles-Argenteuil
(Waterloo)

Square d'Argenteuil 5
1410 Waterloo

02 357 06 70 www.europeanschool.be

1050 Bruxelles

벨기에에는 유수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등교육 기관들이 있는데, 교육 및 연구를 하는 종합대학과 특성
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아카데미 및 단과대학들이 존재한다. 크게 플란더스 지방 고등교육 기관, 왈로니
아 지방 고등교육 기관, 브뤼셀 지방 내 고등교육 기관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각 지방에 따라 이
수과정이 네덜란드어 또는 불어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교환학생 및 에라스무스(Erasmus) 같은
프로그램이 발달해 있어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도 적지 않은 편이다.
벨기에 내 학사, 석사, 박사과정이 있는 주요 종합대학으로는 루벤 가톨릭 대학(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겐트 대학(Universiteit Gent), 브뤼셀 자유대학(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불어권 / Vri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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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eit Brussel: 네덜란드어권) 등을 들 수 있다. 루벤대학은 교황 마틴5세에 의해 15세기에 설립
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가톨릭 대학인데, 플란더스 지역 소속 대학으로2015년 기준 55,484명의 학
생들이 동 대학에서 공부와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인문학 분야가 특히 발달했다.
또 다른 플란더스 지방 소속인 겐트대학의 경우, 19세기 초반에 설립된 대학으로 타임즈 세계대학평가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85위를 차지한 명문대이다. 특히 생명공학
분야는 40위를 차지하는 등 동 분야가 특히 발달돼 있다. 이 밖에도 겐트대학은 한국 송도 글로벌 캠
퍼스에 유럽대학 최초로 학부과정이 개설돼 있어, 국내에서도 겐트대학의 주요 공학 관련 과정을 영어
로 교육 및 이수 받을 수 있다.
주요 종합대학교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루벤 카톨릭 대학

Oude Markt 13, 3000 Leuven

016 32 40 10

www.kuleuven.be

겐트 대학

St. Pietersnieuwstraat 33, 9000
Gent

09 331 01 01

www.ugent.be

브뤼셀 자유대학
(불어권)

Franklin Rooseveltlaan 50, 1050
Brussels

02 650 21 11

www.ulb.ac.be

브뤼셀 자유대학
(네덜란드어권)

Boulevard de la Plaine 2, 1050
Ixelles

02 629 20 10

www.vub.ac.be

안트워프 대학

Prinsstraat 13, 2000 Antwerpen

03 265 41 11 www.uantwerpen.be

어학원
개인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다면 어학원에 등록해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다. 벨기에 각 대학교 내
어학원이 있지만, 신청자가 많으므로 신청 후 수업을 듣기까지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브뤼셀
에 위치한 어학원들은 아래와 같다.
학원명

언어

주소

전화번호

Europa Language 프랑스어, 영어, 네 Chaussee de Waterloo
02 347 44 11
School
덜란드어, 독일어
717, 1180 Bruxelles
Alliance Francaise
de Bruxelles

프랑스어

Huisvan het
Nederlands

네덜란드어

Berlitz

영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Avenue des Arts 46,
1000 Bruxelles

다. 의료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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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lsb.be

02 788 21 60 www.alliancefr.be

Philippe de
Champagnestraat 23 / 02 501 66 60
1000 Brussel
Britselei 15, 2000
Antwerpen

홈페이지

03 237 17 50

www.huisneder
landsbrussel.be
www.berlitz.be

벨기에 국가정보
벨기에는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어 3개 언어가 공용어이고 외국인 비율이 높아 영어를 사용하는 병
원들이 많은 편이라 언어에 따른 어려움은 적은 편이다. 또한, 벨기에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어 사회보장기관에서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환불해주고 있다.
의료보험은 Mutualités라고 불리는 다수의 건강보험기금(조합개념) 중 한 곳에 의무적으로 가입
(Compulsory insurance)하고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한국과는 달리, 벨기에 건강 보험
료는 자신이 선택한 건강보험기금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보장사무소에 납부하고 있다. 원
칙적으로 의료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 가입과 동시
에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느 건강보험기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달라지지 않고 급여 혜택에도 차이가
없다. 다만 기본진료를 제외한 치과, 산부인과, 안과 등에서 전문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높은 진료비로
인해 본인 부담금도 올라가므로,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사적 의료보험을 추가적으로 들기도 한다.
의사 진료를 받을 때, 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먼저 낸 후 본인이 가입한 Mutualités로부터 사후 일정
부분을 환급 받게 된다. 환급 금액은 진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적으로 75%이며, 환자가 25%
를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때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실업자 등은 더 높은 비율의 금액을 환급
을 받는다.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 총액 중 본인의 부담금만 지불하면 되고 상환율은 환
자가 일반 가입자인지, 우선 가입자인지, 의약품의 사회적∙의료적 유용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
진다. 장기간 지속되는 중증의 질환 치료제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없으며, 의료적으로 치료에 중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반 가입자는 25%를 부담하고, 우선 가입자의 경우에는 15%를 부담하게 된다.
그 밖의 의약품의 경우에는 유형에 따라 50~80% 본인 부담이다. 입원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피부양자
가 있는지, 연금생활자인지, 장기 실업자인지 등에 따라 총액(lump-sum)으로 본인 부담금을 지불한다.
벨기에에 단기간 머무르는 경우에는 출국 전 국내 여행자 건강보험에 가입해, 벨기에 병원 이용 시 병
원비를 선지불하면 귀국 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라. 교통 및 통신여건
ㅇ 교통
벨기에는 대중교통이 발달해 시내는 차량 구입 없이 대부분 지역을 다닐 수 있다. 대중교통은 크게 지
하철(Metro), 트램, 버스 등이 있으며, 특히 지하철과 트램은 지연 없이 거의 정시에 도착하므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대중교통은 보통 오전 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행하며 더 늦은 시간에는 심
야버스가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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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신
집에 전화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주거지 관할 통신회사(Proximus 등) 전화국에서 신청하면 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이전 세입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한 방법이다. 또한, 휴
대전화기만으로도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굳이 유선 전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최근에는 한국
처럼 통신회사별로 인터넷+집전화+TV와 같은 패키지 상품이 많이 나와있다.
대표적인 이동통신서비스회사로는 Proximus(종전 Belgacom사가 Proximus로 2014년 9월부터 통합,
www.proximus.be), Orange(종전 Mobistar사가 2016년 2월부터 통합, www.orange.be) 등을 들
수 있다.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은 시내 곳곳에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지점에서 신청하면 되고, 한국에서
와 같이 사용기간(통상 2년)과 정액요금을 정하는 약정요금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마. 여가 여건
벨기에인은 근무시간 이외의 개인 여가시간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여가
문화가 발달해 있는 편이다. 도시 곳곳마다 공원과 스포츠센터가 있어 평일 오후와 주말에 많은 사람들
이 조깅을 하거나 운동을 즐기고 있다. 또한, 7~8월 여름 바캉스 기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럽 주
변국이나 휴양지로 휴가를 떠나는데, 벨기에가 유럽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성상 주변 유럽국
여행이 매우 용이한 편이다. 오스탕트(Oostende)나 크노케(Knokke) 등 북해 연안 지역은 벨기에 대표
휴양지로, 해안가를 따라 호텔을 비롯한 숙박 및 여가시설이 즐비해 있어 많은 벨기에인들이 방문하고
있다.
기타 문화생활 정보
업체명(분야)

홈페이지

주소

Martin’Spa(스파)

www.martins-hotels.com

Avenue du Lac , 1332 Genval 02 655 71 11

ThermeSpa(스파)

www.thermesdespa.com

Les Thermes de Spa Colline
087 77 25 60
d'Annette et Lubin, 4900 Spa

Brussels Golf Club
(골프)

www.brusselsgolfclub.com

Chaussé de la Hulpe 53A,
1180 Brussels

RoyalWaterloo Golf
Vieux Chemin de Wavre 50,
www.royalwaterloogolfclub.be
Club (골프)
1380 Lasne
Centre sportif de

전화번호

02 672 22 22
02 633 18 50

www.sportcity-woluwe.be

Avenue Salome 2, 1150
Brussels

02 773 18 20

UGC
(영화관)

http://www.ugc.be

브뤼셀 내 2개관,
안트워프 1개관

사이트 참조

Kinepolis
(영화관)

www.kinepolis.be

브뤼셀 내 1개관,
기타 지역 10개관

사이트 참조

Forest National
(공연장)

www.forest-national.be

208, Avenue Victor
Rousseau, 1190 Forest

03 400 69 70

Woluwé-St-Pierre
(스포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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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ltural
Center(한국문화원)

www.brussels.koreanculture.org

Rue de la régence 4
1000 Brussels

02 274 29 80

BOZAR (현대미술관)

www.bozar.be

Rue Ravenstein 23, 1000
Bruxelles

02 507 82 00

Pairi Daiza (동물원)

www.pairidaiza.eu

Domaine de Cambron B7940 Brugelette

06 825 08 50

Walibi(놀이동산)

www.walibi.com/belgium/befr

Boulevard de l'Europe100,
1300 Wavre

010 42 15 00

꼬뮨 곳곳에 위치

꼬뮨마다 다르니
관련 페이지 참
조

수영장(브뤼셀 지방)

www.piscinesbruxelles.be

6. 취항정보
가. 직항 및 3국 경유
벨기에에는 브뤼셀 국제공항(Brussels International Airport)과 타 유럽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항공편이
주를 이루는 샤를루아 공항(Chareloi Airport)이 있다. 한국과 벨기에 간에는 직항노선이 없으므로 제
3국을 경유해야 하고 경유 도시는 선택한 항공편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도 운항되고 있으나, 직항노선이 없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경우
대부분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런던, 프라하를 경유해 브뤼셀로 들어오고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주
로 프랑크푸르트, 런던을 경유해 브뤼셀로 들어온다. 핀란드의 핀에어를 이용하면 헬싱키를 경유하여
브뤼셀로 들어오게 되는데, 보통 헬싱키를 경유하는 경우 순수 비행시간이 가장 짧다.
벨기에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파리 경유 또는 암스테르담 경유이다. 대한항
공을 통해 파리 도착 항공권과 파리-브뤼셀 간의 기차를 연계시켜 예약하면, 파리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샤를 드골 공항(Charles de Gaulle Airport)에서 바로 TGV 기차를 타고 브뤼셀 미디
역(Gare du Midi)으로 들어올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네덜란드 KLM을 통해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Schiphol airport)에 도착 후 Thalys 기차를 타고 브뤼셀 미디역(Gard du Midi)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수하물이 많은 경우, 기차 타는 것이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차역 보
다는 브뤼셀 공항으로 도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한편, 브뤼셀 미디역(Gard du Midi)은 TGV, Thalys,
ICE 등 유럽 내 고속열차의 정거장인 동시에 영국 런던과 유럽 해협을 잇는 고속열차 유로스타
(EuroStar)의 정거장이므로 영국-벨기에 구간 이동 시 비행기 외의 교통수단으로 참고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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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항 항공사 리스트
항공사

경유 도시

홈페이지

프랑크푸르트(FRA)/암스테르담
대한항공

www.koreanair.com

(AMS)/
런던(LON)/프라하(PRG)

아시아나 항공

프랑크푸르트(FRA)/런던(LON)/로마
(FCO)

www.flyasiana.com

에어프랑스

파리(PAR)

www.airfrance.co.kr

영국 항공

런던(LON)

www.britishairways.com

핀에어

헬싱키(HEL)

www.finnair.co.kr

루프트한자 항공

프랑크푸르트(FRA)/뮌헨(MUN)

www.lufthansa.com/kr/ko/Homepage

네덜란드 항공

암스테르담(AMS)

www.klm.com/travel/kr_ko

터키 항공

이스탄불(IST)

www.turkishairlines.com/koKR/index.aspx

알리탈리아 항공

로마(ROM)

www.alitalia.com

중국 남방 항공

북경(BJS)

www.csair.com/en

중국 남방 항공

모스크바(SVO)

www.aeroflot.ru

아에로플로트

아부다비(AUH)

www.etihad.com/kr

카타르 항공

도하(DOH)

www.qatarairways.com/kr

체코 항공

프라하(PRG)

www.csa.cz

에미레이트 항공

두바이(DXB)

www.emirates.com

에티오피아 항공

아디스아바바(ADD)

www.ethiopianairlines.co.kr

타이 항공

방콕(BKK)

www.thaiairways.com/ko_KR/index.page

폴란드 항공

바르샤바(WAW)

www.lot.com/kr/ko/

저렴한 항공 예약 방법
항공료는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다르며 항공사마다 항공료의 차이가 있으므로, 현지 신용 여행사를 통
해 출국기간에 어떤 항공사의 항공료가 가장 저렴한지 알아본 후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벨
기에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이 애용하는 여행사는 ICTAM이다(단, 네덜란드어, 프랑스어만 제공).
- 전화번호: 0032-(0)2-548-98-98 / 팩스: 0032-(0)2-511-12-98
- 주소: Rue de la Montagne 52, 1000 Brussels
- 인터넷사이트: www.ictam.com
참고로 전 세계 항공사의 항공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경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유시간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봐야 한다. 너무 짧으면 연결되는 항공편을 놓
칠 수 있고, 길게는 30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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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검색 및 항공사별 가격비교를 할 수 있는 주요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 www.skyscanner.com
- www.momondo.com
- www.opodo.com
- www.lastminute.com
- www.bravofly.com
- www.whypaymore.co.kr
저가항공
벨기에 브뤼셀 국제공항에는 주요 항공사 외에 저가항공사들도 취항 중에 있다. 또한, 브뤼셀 남쪽에서
약 75km에 위치한 샤를루와 공항(Chareloi Airport)의 경우 Ryanair 항공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저가항공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출발과 도착시각이 이른 오전 또는 늦은 오후인 경우가 빈번하며
공항이 브뤼셀 공항이 아닌 샤를루와 공항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항의 위치를 비롯해
공항까지의 거리, 이동시간 등을 미리 숙지해 계획하는 것이 좋다. 한편, 대부분 저가항공은 기내용 수
하물만 비행기 티켓비용에 포함하므로 추가 수하물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벨기
에 주요 저가항공사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다.
ㅇ Brussels Airlines Check & Go(브뤼셀 에어라인)
- http://www.brusselsairlines.com
ㅇ EasyJet(이지젯)
- http://www.easyjet.com
ㅇ Ryanair(라이언에어)
- http://www.ryanair.com
ㅇ Vueling(부엘링)
- http://www.vueling.com
알아두면 좋은 연락처
- 브뤼셀 국제공항 홈페이지: www.brusselsairport.be/en/
- 샤를루와 공항 홈페이지: http://www.charleroi-airport.com/en/brussels-south-charleroiairpo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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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방법
브뤼셀 국제공항(Zaventem)과 브뤼셀 시내 사이와의 거리는 약 15km이며, 교통편으로는 기차, 버스,
택시가 있다.
공항 위치

기차
공항 내 터미널 지하 Level-1에 기차역이 위치해 있어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브뤼셀 시내로
갈 경우, 기차는 브뤼셀 북역(Gard du Nord/Nordstation)과 중앙역(Gare centrale/Central station),
미디역(Gare du Midi/Zuidstation)에 정차한다. 브뤼셀 시내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20~30분이다.
- 기차표: 편도 8.80유로(2등석 기준)
- 시간표: 공항에서 브뤼셀 시내로 가는 기차는 시간당 4번 운행한다. 브뤼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
로 가는 기차편 역시 브뤼셀 공항에서 출발할 수 있다.
버스
공항 착륙장에서 Level-0로 한층 더 내려가면 버스정류장을 찾을 수 있으며, 공항 내 버스정류장은
Platform A, B, C 3곳에 위치해 있다.
공항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로는 De Lijn 버스가 있으며 브뤼셀 시내는 물론 벨기에 내 다른 지역까지
연결해준다. De Lijn 버스는 Platform A, B에서 승차 가능하며 272, 471번을 타면 브뤼셀 북역
(Bruxelles-Nord)에서, 272, 471, 620번을 타면 NATO 본부 앞에서, 359, 659번을 타면 로드빅역
(bruxellois Roodebeek)에서 하차할 수 있다. 681, 682, 683번을 타면 벨기에 내 다른 지역인 메헬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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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elen)에서, 616, 651, 652번을 타면 루벤(Leuven)에서, 282, 621, 683, 820, 821번을 타면 빌보
르드(Vilvoorde)에서, 820번을 타면 제트(Jette)에서 하차가 가능하며, http://www.delijn.be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버스회사인 STIB의 Airport Line 버스를 이용해 브뤼셀 시내
로 나갈 수도 있다. 버스 노선은 12, 21번 두 노선이 있는데 두 노선 모두 Platform C에서만 승차할
수 있다.
- 12번: 월~금 첫차 오전 5시 40분 / 막차 오후 7시 48분
- 21번: 월~금 첫차 저녁 8시 / 막차 오전 00시 30분, 토·일요일, 공휴일 운행(노선 내 모든 역에 정
차) 첫차 오전 5시 40분 / 막차 오전 00시 30분
버스표는 매표소나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할 경우 4.5유로이며 버스기사에게 직접 구매하면 6유로이다.
왕복표를 한 번에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할인되지는 않는다. 12번 버스는 10~15분 간격으로, 21
번 버스는 주중에는 15분 간격, 주말 및 공휴일에는 20~30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류장 별 정
확한 시간대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영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제공).
- https://www.stib-mivb.be/index.htm?l=en
택시
브뤼셀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청사 밖에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택시는 시내 목적지 거리에 따라
다르나, 브뤼셀 국제공항에서 브뤼셀 도심까지 들어오는데 드는 비용은 약 45~50유로로 예상하면 된
다. 소요시간은 약 20~30분이다. 브뤼셀 내 택시요금은 운행 중에는 거리당 요금으로, 신호 대기 등
서행 중에는 시간당 요금으로 계산되고 있다.
시간대

기본요금

거리당 요금

시간당 요금

6:01~22:00

2.4유로

1.8유로(시내)
2.7유로(시외)

0.5유로

22:01~06:00

4.4유로

1.8유로(시내)
2.7유로(시외)

0.5유로

ㅇ 브뤼셀 택시회사(Taxi Vert) 연락처
- 전화번호: +32 (0)2 349 49 49
- 웹사이트: http://www.taxisverts.be/en/
만약, 샤를루와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항-브뤼셀 간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약 1시간
소요).
샤를루와 공항-브뤼셀 구간 셔틀버스
샤를루와 공항과 브뤼셀 이동은 셔틀버스를 이용해 한 번에 시내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 셔틀버스는
브뤼셀 미디 역에서부터 샤를루와 공항까지 오전 3시 30분~오후 22시 30분 사이에 매 30분 간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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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행된다. 또한 샤를루와 공항에서부터 브뤼셀 미디역까지는 오전 7시 50분 첫차를 시작으로 오전
8시 30분~오후 23시 59분 사이에 매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버스표는 공항 내 셔틀버스 매표소에
서 구매하거나 인터넷 예약사이트를 통해서 예매할 수 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 예약 시 3유로가 저렴
하다.
- 셔틀버스 예약사이트: https://www.brussels-city-shuttle.com/en/#/
- 편도 가격: 17유로(매표소 구매 시) / 14유로(온라인 구매 시)
- 셔틀버스 정거장 및 매표소 위치
브뤼셀 미디역에서 출발 시

샤를루와 공항에서 출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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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입국 및 비자제도
가. 출입국
벨기에 출입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으로, 보통 여행자 여권과 손가방을 검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일
반적이다. 그러나 짐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든지 또는 세관원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비즈니스 출장으로 샘플을 가지고 벨기에에 입국하는 경우, 샘플에
대한 서류(송장, 또는 상업적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판매가 0의 송장 등)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
을 경우, 상업적 용도로 판단돼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의사항
벨기에를 비롯한 쉥겐(Schengen) 국가 영토를 여행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비자 발급 대상자이든지 비
자 면제 대상자이든지 관계없이 입국 및 벨기에 체류 중 검문검색 시 아래 조건에 대처해야 한다.
신분증명서(벨기에 정부발행) 또는 여권(벨기에 내 3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잔여 유효기간 필요)를
소지해야 하며 필요 시, 방문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체류, 귀국 또는 다
른 나라로 통과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호텔예약, 귀국 항공권, 현지 화
폐로 환전할 수 있는 화폐, 현지 통화 가능한 수표 및 신용카드, 인증된 책임보증 원본 또는 사본, 취
업계약서, 은행구좌 명세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입국 금지자가 아니어야 하며 벨기에 치
안, 벨기에 또는 다른 쉥겐(Schengen) 국가의 국제관계 및 벨기에 법과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여행자가 아니어야 한다.
비자(사증)
ㅇ 입국방법
3개월 미만 단기 체류로 입국할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고 여권만 준비하면 된다. 여권은 최소 6
개월 동안 유효해야 하므로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취업 또는 파견 근무 등)를 원할 시에는 입국 전 필히 해당 비자를 주한 벨기에대사관에서 사전 발급
받아야 한다. 전염병에 대한 방역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지만, 비자 발급 신청 시 건강진단서를 첨
부해야 한다. 건강진단서 발급은 지정병원에서만 할 수 있으며, 보통 3~5일 정도가 소요된다.
나. 사증 발급 및 체류절차
비자는 크게 학생 비자와 취업 비자로 나뉘며, 학생비자신청자와 취업비자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발급되는 동반비자, 그리고 관광과 단기 근로를 겸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비자가 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신청서를 출력해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모두 구비한 후 대사관
을 방문하면 된다.
- 주한 벨기에대사관: http://diplomatie.belgium.be/south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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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은 총 3번(비자 신청 시, 재정보증인과 함께 대사관에 출석 시, 비자 수취 시)을 방문해야 하며,
별도의 인터뷰가 없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누락 없이 가져간다면 보통 일주일 이내
에비자가 발급된다. 하지만, 건강진단서 준비와 서류들의 번역, 공증, 영사확인 과정을 거치는 데 시간
이필요하므로 약 2~3주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① 여권(예상 체류기간 + 3개월 이상 유효한)

① 여권(예상 체류기간 + 12개월 이상 유효)

② 비자신청서 1부

② 비자신청서 1부

③ 여권사진 3매

③ 여권사진 3매

④ 비자 수수료 234,000원

④ 비자 수수료 234,000원

⑤ 수수료 200유로 지불 확인서

⑤ 수수료 350유로 지불 확인서

⑥ 입학 원본 확인서

⑥ 범죄/수사경력조회서

⑦ 이전학력 확인서

⑦ 건강진단서

⑧ 재정보증서

⑧ 유효한 노동허가서(work permit) 혹은 Hosting

1) 재정보증인 여권

Agreement,Professional card 원본

2) 재정보증인 영문 재직증명서
3) 재정보증인 영문 최근 12개월 월급 명세서
4) 재정보증인 영문 잔고 증명서
⑨ 범죄/수사경력회보서
⑩ 건강진단서
자료원: 주한 벨기에대사관 홈페이지
작성 기준일: 2017.5.24 확인 기준
가족 동반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EU나 EEE 회원국 이외 국가의
시민권자와 동반

벨기에 시민권자와 동반

EU나 EEE 회원국 시민권자와 동
반

① 예상 체류기간 + 12달 이상유 ① 예상 체류기간 + 12달 이상유 ① 예상 체류기간 + 3달 이상 유
효한 여권

효한 여권

효한 여권

② 비자신청서 1부

② 비자신청서 1부

② 비자신청서 1부

③ 여권용 사진 3매

③ 여권용 사진 3매

③ 여권용 사진 3매

④ 비자 수수료 234,000원

④ 만 18세 이상의 경우 수수료

④ 가족관계 증명서

⑤ 만 18세 이상의 경우

200유로 지불 확인서: 벨기에본국 ⑤ 기본 증명서

수수료 200유로 지불 확인서: 벨 으로 바로 송금

⑥ 배우자의 경우: 혼인 관계 증명

기에 본국으로 바로 송금

⑤ 가족관계 증명서

서

⑥ 가족관계 증명서

⑥ 기본 증명서

⑦ 벨기에에서 합하게 될 사람의

⑦ 기본 증명서

⑦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벨기에 현지 체류증(양면)과 여권

⑧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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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재정 능력(안정적이고규칙적이 ⑧ 벨기에에서 합하게 될 사람의 ⑧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
며 충분한 소득) 증명
벨기에 현지 체류증(양면)과 여권 자의 경우,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작성한 출국허가서(authorization
⑩ 벨기에 내 거주지 증명
의 사본
⑪ 벨기에 내 건강보험 혹은 여행 ⑨ 벨기에에서 합하게 될 사람의 for absolute departure)
자보험 가입 확인서

재정 능력(안정적이고규칙적이며

⑫ 범죄/수사경력조회서

충분한 소득) 증명

⑬ 건강진단서

⑩ 충분한 거주지 증명

⑭ 벨기에에서 합하게 될 사람의 ⑪ 벨기에 내 건강보험 혹은 여행
벨기에 현지 체류증(양면)과 여권 자보험 가입 확인서
⑫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미성년자
의 사본
⑮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미성년자 의 경우, 부모 중 최소 한명이 작
의 경우, 부모 중 최소 한명이 작 성한출국허가서(authorization for
성한출국허가서(authorization for absolute departure)
absolute departure)
자료: 주한 벨기에대사관 홈페이지
작성 기준일: 2017.5.24 확인 기준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비자
① 여권(15개월 이상 유효한)
② 비자신청서 1부
③ 여권사진 3매
④ 비자 수수료 234,000원
⑤ 수수료 350유로 지불 확인서
⑥ 최소 3,250,000원 이상 보유 확인
⑦ '모든 위험' 보장 보험 가입 확인서(모든 비용이 30,000유로 이상 보장돼야 함)
⑧ 귀국 항공권 또는 추후에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 확인서
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⑩ 건강진단서
자료원: 주한 벨기에대사관 홈페이지
작성 기준일: 2017.5.24 확인 기준
모든 서류는 각각 사본 2부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모든 한국 서류는 아포스티유 및 공증돼 있어야 하
고, 벨기에 공식언어(불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혹은 영어로 번역돼 있어야 한다. 비자 신청은 대사관
에 직접 출석해 접수하면 되고 비자 발급 소요기간은 통상 3~6주 정도 소요되고 있다.
비자를 발급받고 벨기에에 도착하면 8일 이내에 해당 구청(Commune)에 가서 본인과 가족을 등록해
야 한다. 구청에서는 벨기에에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신분증(ID card)을 발급해준다. 신분증에
는 체류 가능기간이 명시돼 있으며, 벨기에 출입국 등 거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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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류
개요
벨기에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 EU 회원국의 국민은 벨기에 입국 후
8일 이내에 거주하는 해당 구청(Commune)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고, 신분증(ID card)을 발급받아
야 한다. 벨기에는 공식적인 영주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신해 노동허가 A 또는 영업허가증
을 받은 외국인과 그 가족은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
장기체류비자 허용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할 수 없고, 1년 이상 체류를 허용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장기체류비자를 체류증(Residence permit)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반
드시 해당 구청(Commune)에서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각 지역별 구청 목록을 볼 수 있는 사이트
는 아래와 같다.
- 구청 검색 사이트:
http://www.belgium.be/fr/adresses_et_sites/overview?f[0]=field_authoritylevel%3A38
외국인 등록
현지 도착 후 거주지를 구하고 난 후 거주지 관할 구청(Commune)에 가서 외국인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90일 이상 체류 시 등록이 의무화돼 있다. 여권과 사진(4~5매), 체류 사유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 입학확인증, 현지 파견 증명서 등), 집 계약서 등을 가지고 구청에 방문한다.
상담하는 구청직원에 따라 추가적인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입국 비자 발급 시에 주한 벨기에
대사관으로부터 받았던 서류들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다.
신분증(ID card) 받기
벨기에 도착 후 살고자 하는 곳의 구청(commune)에 방문해 신분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 전원이 구청을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분증 발급 신청을 하면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경찰이 구청에서 작성했던 주소로 방문해, 실제로 거주 중인지 확인 후 거주 확인 서류에 서명
을 하게 된다. 부재 중인 경우 경찰이 방문했다는 편지를 우편함에 두고 가므로, 이를 들고 주소가 적
힌 경찰서에 방문해 거주 확인 서류에 서명을 하면 된다.
거주 확인 서류를 들고 구청에 재방문해 제출하면 1~2주(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내에 신분증 발급이
완료됐다는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이를 들고 구청에 방문해 신분증을 받을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구청
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25~40유로 정도이다. 벨기에 정부는 신분증이 급하게 필요한 경
우를 대비해 긴급절차(procédure accélérée)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이 경우 발급비용이
180~230유로로 일반 절차보다 비싸지만 2~4일 내로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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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체류증 제도
벨기에에는 기본적으로 영주권 제도가 없으며, 장기체류 허가증(최대 5년)이 영주권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유효기간 만료 시 갱신이 가능하다. 단기체류를 위한 비자는 카테고리 C에 속하며, 90일을 초
과하는 장기체류 비자의 경우 카테고리 D에 속한다.
체류 신분에 따른 카드 분류
발급카드종류

비고

A card

임시체류증

B card

일반 체류증

C card

전자 체류증

D card

장기 거주증
동 카드 소지자는 벨기에 입국 시 별도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거주증으로 신분확인
가능

E, E+ card

EU 시민권자 체류증
EU 시민권자에게만 발급됨

H card

블루카드로, 고급인력(hautement qualifie) 체류증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며, 동 카드 소지자는 벨기에 입국 시 별도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
아도
거주증만으로도 신분확인 가능

F card

EU 배우자를 두고 있는 역외국민 거주증
동 카드 소지자는 벨기에 입국 시 별도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거주증만으로도 신분
확인 가능

F+ card

EU 배우자를 두고 있는 역외국민 영구 거주증
동 카드 소지자는 벨기에 입국 시 별도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거주증만으로도 신분
확인 가능
자료원: 벨기에 정부 홈페이지

이 외에도, 장기체류증을 신청하면 체류증을 신청한 날부터 체류증을 발급받는 기간 내 체류를 할 수
있게 하는 ‘임시 체류 카드’인 오렌지 카드를 받게 되는데,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만 벨기에 국내에서만
허용되는 임시카드이다. 벨기에 정부는 동 기간 중에 신청인의 체류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불시 경찰 방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오렌지 카드를 보유한 체류기간 중에는 벨
기에 국경을 넘을 수 없으며, 정식 체류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015년 3월 2일부터 장기체류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비용은 연령별, 체류
목적별로 달라진다. 유럽시민인 경우 60유로를, 비 EU국 시민자들의 경우에는 200~350유로를 지불하
게 되며 벨기에 내 배우자가 있어서 체류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0유로, 일반적인 장기체류의 목적
인 경우에는 350유로가 든다. 지불방법은 벨기에 이민국 계좌에 신청비용 입금 후, 비자신청 접수할
때 이체내역 영수증을 동봉하면 된다. 비자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 동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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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체류하는 경우, 또는 스위스 국민들에 한해 동 비자 신청은 무료로 제공된
다.
지불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으며, 온라인 이체만 가능하다. 여권에 나와있는 성명, 국적, 생년
월일, 체류 목적(법령 1980년 12월 15일 내)을 입금 시 명시해야 하며, 이민국 계좌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이민국 웹사이트: https://dofi.ibz.be/sites/dvzoe/en/Pages/home.aspx
- IBAN: BE57 6792 0060 9235
- BIC코드: PCHQBEBB
- 은행: BPOST SA, Centrum Monnaie (sans numéro), 1000 Bruxelles
- 예금주: SPF Intérieur, Office des étrangers, Chaussée d’Anvers 59B, 1000 Brussels
- 입금 시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YANG CHUAN PAKISTANI 01.02.1930 Article
10bis
라. 출입국 수속 및 세관 신고
타 국가에서 벨기에로 입국할 때 적용되는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유럽국가라 하더라도 스위스, 노
르웨이 등 EU 국가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행자 물품의 통관 기준
분류

비고

주류

17세 미만 여행자
- 알코올 22% 초과 주류 1리터 또는 알코올 22% 미만
는 주류 및 담배
주류 2리터
면세 통관 자격 없
- 포도주 4리터, 맥주 16리터
음

담배

궐련 200개비, 또는 여송연 1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15세 미만 여행자
또는 엽초 250그램
는 175유로까지

기타 물품
(주류, 담배 외)

외국환 신고

의약품

반입금지
품목

통관기준

- 항공·해상여행자: 총 430 유로 상당 물품
- 육로·개인항공·내륙수로 여행자: 총 300유로 상당 물품
※ 주류, 담배 및 기타물품에 대한 통관기준은 일반상점
또는 면세점 구입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
10,000유로 이상 반입/반출 시 세관신고 의무
(2007.6.15부터 시행, 모든 EU 회원국 동일 적용)
여행기간 중 여행자 사용목적에 필요한 양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 의약품
증명서 지참을 권고함. 해당 증명서는 해당 약품의 처방
사실을 담당의사가 증명해야 함.

식품/
동물을 원료로 한 식품은 보건당국의 확인 요(해당 식품
농축수산물 을 날것 및 냉장, 냉동 상태로 반입하고자 할 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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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Agency for Security of the Foodchain 관계공무
원이 확인
※ 식품 및 농축수산물 반입 자제를 강력히 권고
식물

별도의 허가 없는 식물은 반입 금지

동물

- 가축 소유증명서 및 지정된 동물연구소에서 발행한 혈
액검사, 백신 인증서 등 수의검역 문서 필요
- 동물 개체인식시스템(칩)을 요구할 경우도 있음.
- 도착지 수의 검역시에 각종 관계서류 제출 필요

과일

반입 자제를 강력히 권고

기타유의사항

열차 여행시에도 항공기 여행 통과기준 및 절차 동일
주: 2017.5.24 확인 기준
자료원: 주벨기에 대한민국대사관

세관 신고
여행자는 면세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및 반입 제한, 금지 품목을 자발적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품은 즉각 압류되며,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 이외에 세금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액이나 물건의 수량이 면세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데, 당국 세관에 신고할 경우에는 벌금이 면제된다. 벨기에 관세청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관세청 사이트 주소: http://financien.belgium.be/nl/douane_accijnzen
세관 연락처

전화번호

Antwerp(안트워프)

+32 2 576 0751

Brussels(브뤼셀)

+32 2 576 2450

Gent(겐트)

+32 2 578 5600

Liege(리에쥬)

+32 2 578 9010

Hasselt(하셀트)

+32 2 576 1750

Mons(몽스)

+32 2 578 7970

김치, 오징어, 멸치, 젓갈 등의 식품류를 가지고 입국하는 한국인들이 상당수 있는데, 벨기에는 식품 반
입에 관한 규정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통관에 대한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식품의
반입은 자제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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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ITES 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관 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압류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형사 처벌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5~2,500유로의 벌금 및 15일~3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유의사항
총포, 화학류를 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입 시마다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상의 이유
로 유독성 물질, 방사선 물질, 페인트 박리제, 살충제, 기압계, 표백제, 라이터, 휴대용 난로, 가스, 수은
체온계, 기압계 등의 품목의 운송은 금지돼 있다. 또한, 타인의 부탁으로 대리운반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위법(마약, 테러 물품, 밀수품)에 적용되면 대리운반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에 특
히 유의해야 한다.

8. 관광, 호텔, 식당, 통역
가. 추천 관광명소 안내
브뤼셀 - 그랑플라스(Grand Place)

브뤼셀 시내 중심에 위치한 광장으로 199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프랑스 작가 빅토
르 위고는 그랑플라스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칭했으며, 나폴레옹 쿠데타 당시 이 곳에
서 망명생활을 하기도 했다. 12세기부터 벨기에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이 광장은 가로
70m, 세로 110m 크기에 고딕, 바로크 양식의 고풍스런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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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을 둘러싸고 사방의 건물들(시청, 길드 하우스, 왕궁과 여러 개의 주요 관청)이 함께 어우러져 독특
한 브뤼셀의 모습을 보여준다. 광장을 중심으로 연결된 골목을 돌아보면 브뤼셀 거리를 빠짐없이 볼 수
있으며, 밤이 되면 조명과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조명쇼가 펼쳐져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그랑플라스 근처에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 이 곳에서는 뱅쇼(vin chaud, 따뜻
한 와인), 치즈, 빵 등의 먹거리와 크리스마스 장식용품, 장난감 등을 판매하며 밤에는 크리스마스 마켓
을 장식해놓은 조명들로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다. 또한, 그랑플라스에서는 형형색
색의 조명쇼와 중앙에 위치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퍼레이드가 열리기도
한다. 벨기에 브뤼셀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2013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마켓 순위에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독일 드레스덴에 이어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그랑플라스 모습

브뤼셀 - 아토미움(L’Ato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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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주요 랜드마크인 아토미움은 1958년 세계 엑스포 때 세워진 것으로, 철의 원자구조를 165억
배로 확대한 형태로 건축됐다. 총 높이는 102m이고 지름 18m의 9개의 구(求)체가 서로 연결돼 있다.
이 중 일반인에게 개장된 5개의 구(求)에는 아토미움 역사와 배경에 관한 전시를 하는 상설전시관과 과
학테마에 관련된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는 단기 전시관이 있다. 고속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가장
높은 구에는 브뤼셀 시내 및 외곽을 360도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으며, 레스토랑도 갖춰져 있어 아
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식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밤에는 수천 개의 조명이 이 아토미움을 아름답게 수
놓고 있다.
ㅇ 아토미움 안내
- 전화번호: 02 475 47 77
- 이메일: info@atomium.be
- 홈페이지: www.atomium.be
브뤼셀 - 오줌싸개 소년 동상(Manneken Pis)

오줌싸개소년 동상은 1619년에 조각가 제롬 뒤케누아에 의해 제작됐으며 그랑플라스와 함께 브뤼셀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이 동상은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시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분수대 역할을
해왔으며, 17세기 말 루이 14세의 브뤼셀 포격에서 살아남은 이후로 브뤼셀에서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됐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줌싸개 소년 동상을 처음 보고 느낀 이미지는 초소형 크기의 동상으로부터 오
는 실망과 초라함이지만, 이 동상은 브뤼셀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루이 15세가 동상의 약
탈을 사과하는 의미로 프랑스 후작의 의상을 입혀서 돌려보냈는데, 이것이 시발점이 돼 현재까지도 다
른 나라에서 국빈들이 방문할 때 이 소년의 의상을 선물로 가져오는 것이 관례처럼 됐다. 특별한 날마
다 다양한 옷을 선보이기도 하는 이 오줌싸개 소년 동상은 현재 900여 벌의 다양한 의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한복도 있다. 오줌싸개 소년의 의상 컬렉션은 그랑플라스에 위치한 왕의 집(Maison
du Roi) 안의 브뤼셀 도시 박물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브뤼셀에서 쇼핑하다 보면 반 이상이 오줌싸개
동상으로 만든 병따개, 컵, 숟가락, 열쇠고리 등의 상품이 진열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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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 예술의 언덕(Mont des Arts)

예술의 언덕이란 뜻을 지닌 이 정원은 브뤼셀의 전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곳이다. 예술의 언덕 주변은
한때 인구가 밀집한 거주 지역이었으나, 19세기 후반 레오폴드 2세 왕이 이 지역을 예술의 언덕으로
탈바꿈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이에 따라 현대적인 건축 건물과 대형 오픈 광장들이 옛날의 낡은 건
물들을 대신하게 됐다. 현재의 예술의 언덕은 국제회의장(Palais des Congres)과 왕립도서관사이에 펼
쳐진 공원과, 곳곳에 나무와 분수가 있어 휴식을 취하기도 좋다. 주변에는 10여 개가 넘는 대형 갤러리
와 박물관이 있어 브뤼셀의 떠오르는 문화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다.
브뤼셀 - 악기 박물관(Musical Instrument Museum)

벨기에를 대표하는 건축양식인 아르누보(Art Nouveau) 양식으로 지어진 이 악기 박물관에는 세계 각국
에서 모아온 각양각색의 악기들이 시대별로 나뉘어 전시돼 있다. 약 7,000종의 악기와 악보들이 총4층
에 걸쳐 전시돼 있으며, 직접 악기의 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다. 건물의 마지막 층에는 레스토랑과 카페
가 있는데, 이 레스토랑에서는 아르누보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시내 경관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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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악기박물관 안내
- 주소: Montagne de la Cour 2, 1000 Brussels
- 홈페이지: http://www.mim.be/
- 운영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브뤼셀 - 벨기에 만화박물관(Belgian Comic Strip Center)

벨기에는 유럽의 만화 강국으로, 만화 산업이 매우 발달돼 있다. 또한, 벨기에 만화들은 프랑스 만화와
함께 프랑코-벨쥐 만화(BD franco-belge)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프랑스도 만화로 유명하긴 하지
만, 2000년대 이후 프랑스 내에서 판매되는 만화의 75% 이상이 벨기에 출신 만화가나 벨기에 출판사
에 의해서 제작된 작품들일 정도로, 벨기에는 유럽 내 만화 최대강국으로 꼽힌다. ‘땡땡의 모험’과 ‘스머
프’ 등으로 대표되는 벨기에 만화는 오랫동안 문화 외교관 역할을 해왔다. 벨기에는 전 세계에서 ㎢당
가장 많은 만화작가들을 보유한 국가로, 그 수는 700명이 넘는다.
특히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땡땡의 모험’ 작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3억 부 이상이 팔렸으며, 세
계60여 개국에서 50개의 각기 다른 언어로 소개될 정도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땡땡의 모험’
시리즈는 에르제(Hergé)가 1929년에 처음 그리기 시작한 만화로, 용감한 소년기자 땡땡과 그의 애견
밀루의 모험을 그리고 있다. 1982년에는 작가 에르제의 75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벨기에 항공우주국
이 당시 발견된 화성과 목성 사이의 혹성에 그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땡땡은 세계에서 나의 유일한 라이벌’이라는 말을 남겼으며, 조지 루카스는 그의 영화 ‘인디아나 존스’
가 ‘땡땡의 모험’을 모델로 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앤디워홀 역시 “땡땡은 나의 작품
세계에 디즈니보다 더 큰 영향을 끼쳤다”며 이 작품의 가치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세계 유명인들
이 많은 찬사를 보낼 정도로 ‘땡땡의 모험’은 벨기에가 만화의 왕국으로 불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머프’는 1958년, 일명 ‘페요’라고 불렸던 벨기에 만화가 피에르 컬리포드(Pierre
Culliford)에 의해 그려진 작품이다. ‘스머프’가 전 세계에 유명해진 계기는 1981년 미국의 한나 버버라
프로덕션에서 총 256화의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세계 40여 개국에 방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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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속 깊은 곳의 버섯 집에 모여 사는 파란 난쟁이, 스머프들에게 벌어지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
‘스머프’라는 이름은 특별한 의미 없이 작가가 창조한 말로, 동료 만화가와 식사할 때 소금이라는 단어
가 생각나지 않아 ‘스머프 좀 건네주세요(Pass me the smurf)’라고 말한 것에서 따왔다고 한다. 한편,
1992년에 한 인터넷 매체에서 스머프는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위장 전술이란 엉뚱한 주장을
해 화제가 된 적이 있으며, 의외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스머프의 역사는 오래됐으나, 여전히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이다. 브뤼셀에 있는 만화박물관에는
이들 작가들의 그림과 작품을 진열하고 있다. 만화박물관 건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르누보 양식의
건축거장 빅토르 호르타(Vitor Horta)가 설계 및 디자인한 것으로, 만화 전시와 함께 아름다운 건축물
의 감상 역시 가능하다.
- 주소: Rue des Sables, 1000 Brussels
- 만화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comicscenter.net/en/home
- 운영시간: 매일(1월 1일, 12월 25일 제외), 오전 10시~오후 6시
브뤼셀 - 생 위베르 갤러리(Galeries royales Saint-Hubert) & 부셰 거리 (Rue des Bouchers)
생 위베르 갤러리는 유럽 최초로 1847년에 문을 연 쇼핑가로 과거에는 왕과 귀족들이 모이는 장소로
애용되기도 했었다. 그랑플라스에서 북동쪽으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으며, 유리와 곡선형태의
철골 구조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천장이 인상적이다. 이 쇼핑 아케이드 안에는 영화관, 극장, 레스토랑,
카페를 비롯해 다양한 상점이 들어서 있다. 또한, 다양한 초콜릿 상점들이 모여 있어 브랜드 별로 초콜
릿을 맛보거나 선물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이상적인 곳이다. 이 쇼핑가를 벗어나면 과
거에는 정육점의 거리였지만 지금은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부셰거리가 나온다. 브뤼셀에서 유일하게 호
객꾼이 있는 식당가이며, 벨기에의 명물인 홍합 요리가 이곳 식당가의 대표적 메뉴라 할 수 있다.
생 위베르 갤러리(왼쪽)와 부셰거리(오른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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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 마그리트 미술관

르네 마그리트는 초현실적인 작품을 많이 남긴 벨기에의 대표적인 화가로 1898년 11월 21일에 벨기
에 레신에서 태어나 1967년 8월 15일에 브뤼셀에서 사망했다. 그는 초현실주의 화가이나, 동시대의
다른 화가들에 비해 자신만의 개성이 두드러지는 작품들을 제작했다. 주변에 있는 대상들을 매우 사실
적으로 묘사하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요소들을 작품속에 배치하는 방식인 데페이즈망(dépaysement)
기법을 사용했다. 동 기법은 주로 신비한 분위기와 고정관념을 깨는 소재와 구조, 발상의 전환 등의 특
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한
다.
마그리트의 작품들은 현대미술에서의 팝아트와 그래픽 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었고, 현재 대중매체의 많
은 영역에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영화 ‘매트릭스’는 마그리트의《겨울비(Golconde)》(1953)
이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고, 일본의 만화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마그리트의 작품인《피레네의
성(Le chateau des Pyrenees)》(1959)과 《올마이어의 성(Almayer's Folly)》(1951)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

마그리트 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musee-magritte-museum.be
주소: Rue de la Régence 3, 1000 Brussels
전화번호: +32 2 508 3211
운영시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주말 오전 11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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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헤(Brugge)

도심을 타원형으로 감싸 흐르는 수로와 50여 개의 다리가 그림처럼 펼쳐지는 모습 때문에 '북쪽의 베
니스'라고 불리는 브뤼헤는 벨기에에서의 일정이 1박 2일 이상인 여행자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아름다
운 곳이다. 중세시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브뤼헤의 구 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
정돼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브뤼헤는 9~13세기에 국제무역의 중심지로서 운하가 발달
된 무역지구로 자리 잡았고, 13~15세기에는 북서유럽의 경제적 수도였다. 16세기까지는 양조업의 대표
지로 발달해 현재는 유럽의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중세 유럽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
는 자그마한 도시 브뤼헤는 맑은 공기와 함께 아름다운 공원을 자전거로 즐길 수도 있고, 아기자기한
운하 사이를 유람선을 타고 즐길 수 있다.
- 브뤼헤 공식 사이트: https://bezoekers.brugge.be/en
브뤼헤 - 마르크트 광장(Grote Mar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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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헤의 중심이 되는 곳, 13세기에 지어진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광장 주변으로는 길드하우스들이
있으며, 광장 중앙에는 14세기 벨기에의 영웅 얀 브레델과 피터 코닝크의 동상이 있다. 한 쪽으로는 고
딕 양식의 플란더스 주 청사가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른 한 쪽으로는 거대한 종탑이 그 위
용을 자랑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이 광장에 스케이트장이 들어서기도 한다. 종탑은 브뤼헤의 상징이 되는 건물로 1240년에
처음 세워졌으나, 1280년에 화재로 파괴돼 1482~1493년에 다시 지어진 것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작
은 뜰이 있으며, 여름이면 이곳에 종종 전시회나 콘서트 등의 이벤트가 열리기도 한다. 2층에는 탑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있으며, 366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47개의 종이 있는 꼭대기에 다다른다. 이곳에서는
브뤼헤 시가지 전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워털루(Waterloo)

브뤼셀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다. 1815년에 발발한 ‘워털루 전투’는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
스에 의한 유럽 지배를 종식하고 현재의 유럽 지도를 형성한 역사적인 전투이다. 나폴레옹과 웰링톤 장
군이 이곳에서 대격전을 벌이다가 나폴레옹의 패배로 끝나 결국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
배당하게 된 동기가 됐다. 40m의 언덕은 네덜란드의 빌렘 1세가 자신의 아들 오라녜 공이 부상을 입은
것을 아쉬워하는 의미에서 만든 인공 언덕이다. 언덕 위에는 전투 당시 포획한 프랑스 군대의 무기들을
녹여서 만든 사자상이 있는데, 이는 워털루 전투의 승리를 상징한다.
나. 호텔 소개
아래의 웹사이트들을 통해 벨기에 내 호텔을 검색할 수 있으며, 예약 또한 가능하다.
검색 홈페이지

비고

www.brussels-hotels.com

브뤼셀에 위치한 호텔 예약 가능

www.booking.com

좀 더 저렴한 가격의 호텔 선별 가능

www.h-rez.com

유럽전역 호텔과 레지던스를 찾을 수 있으며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웨덴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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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호텔 정보
호텔명

전화번호/팩스

홈페이지

HUSA President
Park Hotel
★★★★

02 203 20 20/
02 203 24 40

www.husapreside
ntpark.com

가격

위치

- 싱글: 약 75유로 브뤼셀 북역(Gare
- 더블: 약 150유로
du Nord,
- 아침 식사: 19유로 Nordstation) 부근

ARGUS Hotel
★★★

- 싱글: 약 120유로 브뤼셀 시내 Porte
02 514 07 70/
(조식 포함)
de
www.hotel-argus.be
02 514 12 22
- 더블: 약 140유로 Namur(Naamsport)
(조식 포함)
전철역

HILTON Hotel
(Grand Place)
★★★★

02 504 11 11/
02 504 21 11

NOVOTEL Hotel
★★★★

02 514 33 33/
02 511 77 23

- 싱글: 약
120~350유로
- 더블: 약
160~400유로

www.placeshilton.
com/brussels-grandplace

www.novotel.be

브뤼셀 중앙역
BruxellesCentral(BrusselCentraal)

- 싱글: 약 175유로
브뤼셀 시내 De
- 더블: 약 184유로
Brouckère 전철역
- 조식 15유로 추가

Hotel Noga
★★

02 218 67 13 www.nogahotel.com

- 싱글: 약 95유로 브뤼셀 시내 Sainte
- 더블: 약 110유로 Catherine 전철역

Amigo
★★★★★

02 547 47 47 www.hotelamigo.com

- 싱글: 약 210유로
- 더블: 약 250유로

그랑플라스 부근

브뤼셀 시내 Louise
전철역

자벤텀 브뤼셀 국제
공항

The Hotel
★★★★

02 200 85 23

www.thehotelbrussels.be

- 싱글: 약
120~470유로
- 더블: 약
180~500유로

Sheraton Brussels
Airport Hotel
★★★★

02 710 8000

www.sheratonbruss
elsairport.be

- 싱글: 140유로

Thon Hotel
Brussels Airport
★★★★

02 271 7777

www.thonhotels.com
- 일반: 81유로
/hotels/belgium/brus
자벤텀 브뤼셀 국제
- 슈페리어: 126유
sels/thon-hotel공항
로
brussels-airport
주요 레지던스 호텔 정보

호텔

전화번호/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요금

Adagio Brussels
Centre Monnaie

02 212 93 00/
02 212 93 01

www.adagiocity.com

h7242@adagiocity.com

1박 95유로

Citadines Toison
d'Or Brussels

02 543 53 53/
02 543 53 00

www.citadines.c
om/belgium

toison@citadine
s.com

1박 67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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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n Residence
Parnasse

02 700 7878

www.thonhotels.be

reservations@tho
nhotels.be

1박 145유로

B-Aparthotels
Montgomery

02 743 51 11/
02 743 51 12

www.b-aparthotels
.com/

info@baparthotels
.com

1박 75유로

주요 유스호스텔
이 밖에도, 예산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식당 시설이 없
고 화장실과 샤워도 공동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스텔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다인실 요금

Meininger Brussels City
Center

www.meiningerhotels.com

02 5881 474

15유로부터

Sleep Well Youth Hostel

www.sleepwell.be

02 218 50 50

24~29.5유로

2GO4 Quality Hostel

www.2go4.be

02 219 30 19

18~29유로

De Blauwput (Leuven)

www.leuven-hostel.com

01 663 90 62

22.50~29.5유로

03 500 50 40

21~25유로

Antwerp City Hostel www.antwerpcityhostel.be
Hostel 47 (Ghent)

www.hostel47.com

04 78 71 28 27

26.5~29.5유로

Brxxl 5 City Center
Hostel

http://www.brxxl5.com/

025 02 37 100

16.99유로부터

다. 주요 식당 소개
이름

가격대

비고

Rue des Bouchers 18,
02 511 14 15
1000 Brussels

15~30유로

200년 전통의 홍합요
리 전문점

Brasserie de
l'Ommegang

Grand-Place 9, 1000
Brussels

02 511 82 44

15~30유로

그랑플라스 위치, 벨기
에 음식 레스토랑

Aux Arcades

Rue des Bouchers 36,
02 514 08 19
1000 Brussels

17~25유로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

Chez Leon

주소

전화

Le Perroquet

Rue Watteeu 31,
1000 Brussels

02 512 99 22

8~10유로

가벼운 식사,
스낵 전문점

Vincent

Rue des Dominicains
8-10

02 511 23 03

20~40유로

브뤼셀 전통 식당
(해산물, 고기요리)

Maison Dandoy

Rue au Beurre 31,
1000 Brussels

5~20유로

벨기에 전통 과자인
스페큘로스, 와플 전문
점

02 511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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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Restaurant

Minderbroederstraat
0497 801 872
1, 8000 Bruges

20~40유로

벨기에, 프랑스식 레스
토랑

Resto bieres

9 rue des Renards,
1000 Brussels

02 511 5583

20~30유로

벨기에 전통 음식점

서울식당

Rue Capitaine
Crespel 14, 1050
Brussels (ELSENE)

02 513 17 25

20~30유로

한국 음식점

하나식당

Rue Saint Boniface
21, 1050 Brussels

02 502 5241

15~25유로

한국 음식점

Leuvensesteenweg
02 308 88 92
147a, 3080 Tervuren

15~30유로

한국 음식점

마루

Chaussee de
Waterloo 510, 1050
Brussels

02 346 11 11

20~30유로

한국 음식점

아리랑

Statienstraat 8, 2018
Antwerpen

03 232 2594

20~30유로

한국 음식점

한국관

벨기에 식당들은 일반적으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으로 영업시간이 나눠져 있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사이에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을 수립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그랑플라스에 있는 일부
식당은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일
요일에는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으며, 월요일에도 영업을 하지 않는 식당들이 있어 사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식당인 서울식당의 경우 일요일은 휴무이며,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저녁시간(7시 이후)에
만 영업을 한다.
라. 통역 정보
KOTRA 브뤼셀 무역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역원 정보는 아래의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
능하다.
http://www.kotra.or.kr/KBC/brussels/KTMIUI09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50
3&TOP_MENU_CD=33641&LEFT_MENU_CD=36767&MENU_CD=36767

9.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가. 기후, 시차, 근무시간, 국민성
1) 기후
벨기에 여름 기온은 25~30도까지 올라가지만, 한국처럼 습도가 높지 않고 건조해 지내기가 비교적 수
월하다. 겨울에는 독일과 룩셈부르크와 접하고 있는 국경 지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상 기온을 유지
하며, 겨울에도 영하 섭씨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러나, 한국보다 평균기온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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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 많으므로 체감온도는 조금 더 낮은 편이다. 아주 맑은 날씨였다가도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우산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을 권한다. 또한
여름에는 아침 및 저녁에는 8도까지 내려갔다가도 낮에는 22~25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 쉽게
걸칠 수 있는 가디건류를 준비해가면 좋다.
브뤼셀 지방 월평균 기온
(단위: 섭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3

3.7

6.8

9.8

13.6

16.2

18.4

18.0

14.9

11.1

6.8

3.9

자료원: Meteo.be
2)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8 시간으로, 한국이 자정일 때 벨기에는 오후 4시이다. 서머타임제(3월 마지
막 일요일 새벽 2시에 3시로 변경)를 실시할 동안에는 한국과의 시차가 7시간으로 평소보다 1시간 짧
아져 한국이 자정일 때 벨기에는 오후 5시가 된다.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머타임 해제일은 10월 마지
막 주 일요일로, 새벽 3시에 2시로 변경됨) 시차는 다시 8시간으로 정상화된다.
3) 근무시간
벨기에는 주 5일 근무제로 일반 직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17시이며 토, 일요일은 휴무이다. 근무시
간은 산업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일주일에 3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으며, 고용자는 7일 이전에 직원들에게 미리 공고를 하면 초과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하루 9시간, 일주일에 45시간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근무 시작시간은 직장에 따라,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 사무직의 경우 통상 오전 7시~9시 사
이에 시작된다. 또한, 언어권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네덜란드어권의 직장인들의 경우, 프랑
스어권 직장인들보다 좀 더 일찍 출근하며(통상 7~8시), 점심시간도 45분 정도만 사용하고 일찍 퇴근
하는 것을 선호한다. 반면,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는 프랑스어 권 직장인들은 9시경에 출근을 시작하고,
평균 1시간 반 가량의 점심시간을 사용하는 대신 퇴근은 그만큼 늦게 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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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들의 영업시간은 법으로 규정돼 있고, 일반 상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18시, 슈퍼마켓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 30분~20시이며 금요일에는 21시까지 영업하는 곳도 있다. 구청과 같은
지역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은 통상 평일 8시~15시 반(점심시간 12시~1시)까지이나, 목요일은 예외적으
로 19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청도 있다. 우체국은 평일 9시~18시까지 근무하며, 토요일은 9시
~12시 반까지 오전 근무를 하는 지점도 있다.
국경일(휴일)에는 거의 모든 상점이 영업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국경일이 낀 연휴 때에는 사전에 필요
한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일요일에는 빵집, 꽃가게, ‘night shop’(저녁부터 새벽까지 운영하는 가게)과
같은 일부 상점이 문을 열며, 요즘에는 벨기에 대형 슈퍼마켓 체인 Delhaize와 Carrefour 역시 일부
지점이 일요일에 영업을 하기도 한다.
4) 국민성
ㅇ 타협 정신
벨기에는 크게 3개의 언어권별로 나누어진다.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북부 플란더스 지방,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남부 왈로니아 지방 및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중부 브뤼셀 지방으로
나뉜다. 또한, 언어권별로 각 지방정부가 있으며, 지방정부별 자치권 확대를 위한 크고 작은 갈등이 계
속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라는 국가가 지금까지 잘 유지돼 온 것은 이 같이 지방별 상이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해온 역사와 함께 발전한 타협 정신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벨기에는 총선 이후 541일 간의 무정부상태를 겪으며 신정부 출범에 큰 난항을 겪었던 사례
가 있다. 벨기에는 언어권별로 연방정부의 의석이 배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총선이 끝날 때마다
언어권 공동체 간의 분열과 갈등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매번 벨기에는 공동체 간의 타협과 대화를 통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며, 성공적으로 과도정부를 출범시키고 정국위기를 극복해냈다. 전 벨기에 국왕
알베르 2세는 이를 두고 "창조성과 상식, 그리고 타협의 정신이란 벨기에인의 특성이 잘 발휘되고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19세기 벨기에가 탄생한 이후, 10년 이상 존속될 수 없을 것이라는 주변국들의 의심
에도 벨기에는 지금까지 굳건히 세계 주요국으로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곧 언어권
공동체와 국민들의 타협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ㅇ 실리 추구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본토 프랑스어와 벨기에에서 사용하는 벨기에식 프랑스어는 언뜻 보면 똑같아 보
이지만, 실제 사용되는 예를 보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가령,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본
토 프랑스어에는 숫자 70과 90을 표현하는 단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숫자 70은 60+10의 형
태로, 90은 (4x20)+10의 형태로 표현한다. 즉, 70은 soixante(60)-dix(10)가 되고, 90은 quatrevingt(4x20) dix(10)가 된다. 하지만, 프랑스어권 벨기에인들에게는 이보다 실리적인 면이 있어 이들은
굳이 숫자를 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70과 90에 해당하는 고유 단어를 사용한다. 즉, 70은septante로,
90은 nonante로 표현된다.
이 밖에도 프랑스는 le job(직업), le stress(스트레스), le weekend(주말)과 같은 영어식 프랑스어의 사용
을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고, 이를 순수한 프랑스어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달리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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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영어식 프랑스어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고 개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벨
기에인들은 실리적인 추구를 위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기도 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편이다.
나. 환전 및 신용카드 사용
ㅇ 환전
벨기에는 한국과 달리, 현금거래를 취급하지 않는 은행 지점이 많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환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리 환전을 하고 오거나 현지 환전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브뤼셀
시내에서는 그랑플라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부 호텔에서도 환전이 가능하나 통상 5~10%
정도 불리한 환율이 적용된다.
ㅇ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있기는 하나 상점에 따라서 취급하는 카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벨기에에
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카드는 마스터, 비자카드 등이다. 다만, 일부 식당 및 상점에서는 현금으로만
거래를 하는 곳이 종종 있으니 약간의 현금은 소지해두는 것을 권한다. 한편, 벨기에 체류기간 도중 신
용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24시간 운영되는 Card Stop에 연락해 카드거래를 즉시 중지할 수 있다.
- Card stop: +32 70 344 344
다. 여행경보 단계 등 주의사항
치안 상황
벨기에는 해외여행경보 단계에 지정된 국가는 아니지만, 브뤼셀 지역은 다수의 불법체류자에 의한 단순
절도/도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시내를 여행할 경우 소지품과 신변안전 등 안전여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브뤼셀 시내 중심에는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등에서 입국한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날
치기, 소매치기, 절도 등의 조직적인 범죄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양인
관광객은 주요 타깃으로 삼을 수 있으니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여권, 신분증, 신용카드 등은 지갑과 다른 가방에 넣고 하루에 쓸 돈만 따로 준비해, 만일에 있을 도난
사고에 대비한다. 또한 누가 길에서 말을 걸어도 모른다고 속히 끊어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매치기
들이 종종 길을 묻는 척하면서 관광객이 길을 찾느라고 두리번거릴 때 상대의 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
리게 한 다음 공범이 소매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농담조로 말을 붙이거나 손으로 얼굴과 몸을
툭툭 치면서 정신을 혼란케 하는 동안 소매치기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 경찰 정복 차림의 사기꾼 일당이 2~3명씩 그룹으로 다니면서, 여행객을 상대로 위조 경찰 신분증
을 보여주고 마약 소유 여부를 검사한다며 몸과 가방을 뒤져 지갑의 돈을 감쪽같이 빼간다고 하니 각
별히 조심해야 한다. 만일 이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당황해 가방을 맡기지 말고 동행해 경찰서로
직접 가서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지갑, 가방 등 소지품을 일체 만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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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건·사고 유형사례
남성 또는 혼성 2~3인이 무리지어 다니며 접근해 주의를 분산시키고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 후, 소지품
을 땅에 내려놓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사이에 주변에 있는 다른 소매치기범이 이를 훔쳐 달아
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들은 다음과 같다.
- 친절하게 접근하여 길을 묻거나, 말 걸기
- 옷에 이물질을 묻힌 후, 옷 털어주기
- 기차역 등의 물품 보관함 사용법 묻기
- 지도를 꺼내 거리를 문의하거나, 행선지 문의
- 주변에 동전 떨어뜨리기
- 설문조사를 빙자하기
- 아이를 잠깐 봐달라며 부탁하기 등
라. 위험지역
일반적으로 브뤼셀 시내 역(북역, 중앙역, 미디역) 근처와 대표적인 관광지인 그랑플라스, 쇼핑지역인
뤼네브(Rue Neuve)에는 소매치기가 많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또한 북역(Gare du
Nord/Noordstation), 중앙역(Gare de Bruxelles-Centrale/Station Brussel-Centraal), 미디역(Gare du
Midi/Zuidstation) 등 주요 역은 소매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매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밤에는 가
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중 분실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미디역(Midi Station)이다. 미디역은 유럽의 주요 도
시 사이를 잇는 열차들이 정차하는 곳으로 사람이 많고, 복잡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북역
(Nord Station), 중앙역(Central Station), 그랑플라스 및 주요 관광지에서는 항상 주의할 것이 권고된
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여행안전 경보 영사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영사콜 센터는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는
연중 무휴 24시간 여권 발급에 대해 알려주고, 해외여행 중 사건 발생 시 사건사고의 신고 접수 및 상
담을 한다.
ㅇ 영사콜 센터 연락방법
- 국내: 02) 3210-0404(유료)
- 현지 국제전화 코드 +800-2100-0404(벨기에에서의 경우 00+800-2100-0404) 또는 국가별 접속
번호 +5
- 유로 연결: 현지 국제전화 코드 +822-3210-0404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마. 팁 제도
벨기에는 팁 제도가 일반적이지는 않다. 레스토랑, 택시, 미용실 등에서의 서비스에는 봉사료가 포함돼
있으므로 따로 팁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택시 이용 시 기사가 짐을 옮겨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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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호텔 포터에게 짐 운반을 부탁했을 경우 소량의 팁을 주는 것이 관례이다. 만약 레스토랑에서 본
인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팁을 주는 경우도 있다. 팁을 줄 때는 계산할 때 직접 줘
도 되고, 팁을 앉았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면 된다.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식당에서는 종종 카드로
계산할 때 기계에 직접 팁을 입력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다. 팁을 주고 싶을 경우에는 총 결제금액의
10% 정도가 적당하다.
바. 교통 및 통신
1) 교통
벨기에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출장, 여행 시 이동에 큰 어려움이 없다.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에는 지
하철(메트로), 트램, 버스 등이 있으며, 지방에서도 버스나 트램을 이용할 수 있다.
ㅇ 철도
벨기에 철도청의 공식명칭은 NMBS/SNCB(네덜란드어 명칭/프랑스어 명칭)이며, 다른 교통수단보다 각
도시 간의 이동이 수월하고 빨라서 출장 시 도시 이동이 있을 때 이용하면 편리하다. 벨기에는 지리적
특성상 서유럽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근접국가(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영국, 네덜란드)와 연결
되는 고속열차(Thalys, TGV, ICE, Eurostar)를 타고 해당 국가 주요 도시로 이동할 수 있다. 기차표 구
매는 해당 역사 내에 위치한 매표소에서 혹은 자동판매기에서 살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다.
도시 간 이동 시에는 고속열차나 일등석 탑승이 아닐 경우 자리 예약시스템이 없으므로 미리 표를 예
매하지 않아도 가격차이가 나지 않으며, 당일 매표소나 자동판매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기차표 인터넷 예약 사이트
구분

홈페이지

국내 이동(벨기에)

http://www.belgianrail.be/en

EU-벨기에 이동

https://www.b-europe.com/Travel
벨기에 내 주요 기차역 정보
브뤼셀 중앙역(Brussel-Centraal/Bruxelles-Central)

주소
Carrefour De L'Europe 2, 1000
Bruxelles

매표소 영업시간

짐 보관소

주차장

환승 가능 교통수단

06:15~22:00

O

X

버스,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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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미디역(Brussel-Zuid/Gare de Bruxelles-Midi)
주소

매표소 영업시간

짐 보관소

주차장

환승 가능 교통수단

Avenue Fonsny 47B,
1060 Brussel

06:15~22:00

O

O

버스, 지하철, 트램

브뤼셀 북역(Brussel-Noord / Bruxelles-Nord)
주소

매표소 영업시간

짐 보관소

주차장

환승 가능 교통수단

Rue du Progrès 76,
1030 Schaerbeek

06:15~22:00

O

X

버스, 트램

안트워프 중앙역(Antwerpen-Centraal)
주소

매표소 영업시간

짐 보관소

주차장

환승 가능 교통수단

Antwerp, 2018 Antwerp

5: 45 ~22:00

O

O

버스, 지하철, 트램

리에주 역(Liège-Guillemins)
주소

매표소 영업시간

짐 보관소

주차장

환승 가능 교통수단

Place des Guillemins 2, 4000 Liège

06:00~21:00

O

O

버스

지하철
브뤼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이다. 지하철은 매일 오전 약 5시부터 밤 12
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티켓은 1회권, 5회권, 10회권, 1일권 등 다양하다. 가격은 1회권 2.10유로, 왕복
권 4.20유로, 5회권 8유로, 10회권 14유로, 1일권 7.5유로이다. 참고로 1일권 표는 브뤼셀 국제공항까
지 가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표는 모든 역에서 구입 가능하며, 큰 역에는 표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매표창구가 있지만 작은
역인 경우 자동판매기를 이용해서 구입해야 한다. 참고로 자동판매기의 경우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 시를 대비해 카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버스 및 트램
브뤼셀을 제외한 타 도시에서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버스 또는 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버스 및
트램 회사는 크게 STIB, DE LIJN이 있는데, 티켓은 버스나 트램 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
반 티켓보다 조금 비싼 편이다. STIB의 일반 1회권 비용은 2.10유로이나, 버스 내 구입 시에는 2.5유로
이다. DE LIJN의 경우, 1시간 동안 유용한 티켓 가격은 3유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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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홈페이지

STIB

www.stib-mivb.be/index.htm?l=en

De Lijn

www.delijn.be/en/

택시
공항, 기차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택시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픽업 예약을 해야 한다. 예
약은 전화,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기본요금은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는 2.40 유로, 그 외 시
간에는 4.40 유로이다. 또한, 브뤼셀 시내는 1km당 1.80 유로, 브뤼셀을 벗어나면 1km당2.70 유로
의 요금이 발생한다.
픽업 서비스

관련 정보

Taxis Verts

홈페이지: www.taxisverts.be
전화번호: 02 349 49 49

일반 택시 이외에도 우버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다. 벨기에 우버 서비스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일
반 자가용 차량인 우버 엑스(Uber X), 고급 리무진 차량이 제공되는 우버 블랙(Uber Black), 4인 이상
이 이용하기 좋은 우버 SUV(Uber Van)으로 나뉜다. 우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에 우버
앱을 설치해야 하며,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visa, 마스터카드 등)를 등록해야 한다. 편의를 위
해 벨기에 도착 후 우버앱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출국전 국내에서 미리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권한다.
렌터카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싶다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차량 이용가격은 하루
에 약 120 유로(Volkswagen GOLF 기준)이다. 이용 전에 미리 홈페이지를 방문 또는 전화로 이용가능
차량, 가격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면허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보증금(일반적으로 신용카드로 보증금 결제, 반납 후 보증금 결제가 취소됨)을 내야 할 수도 있으
며, 유럽은 일반적으로 수동변속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동변속 차량은 수동변속 차량보다 좀 더 비
싼 편이다.
주요 렌터카 사이트
업체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Europcar

02 348 92 12

www.europcar.be

Hertz

02 513 28 86

www.hertz.be

Avis

02 730 62 11

www.avis.be

Rent a car

0800 99 999

www.rentacar.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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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
출장 목적으로 벨기에를 방문한다면, 이용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한국번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오기
전 한국에서 미리 로밍(Roaming) 서비스를 신청하고 오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 선불 USIM 카드를 구
입하면 구입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간편함이 있지만, 이 경우 번호가 원래 쓰던 한국 번호가 아닌
현지 번호로 바뀌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한국에서 가져온 이동전화기가 최신 기종이라면 바로 현지에서
이용이 가능하지만, 아니라면 컨트리 락(Country Lock)을 해제하고 와야 한다.
한국-벨기에 통화방법
벨기에 출장 중 한국으로 통화를 걸어야 하는 경우, 0082(한국 국가번호)+지역번호(앞자리 0은 제외)+
해당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한국에서 벨기에에 통화를 거는 경우에는 001+32(벨기에 국가번호)+지
역번호(앞자리 0은 제외)+해당 전화번호를 누르고 통화하면 된다.
사. 출장 지양기간
벨기에 초, 중, 고등학교는 부활절 2주 전에 부활절 방학(방학 일자는 매년 각 언어권 소속 문교부에서
결정)을 비롯해 2월 2일~7일에는 카니발 기간으로 모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므로, 이 기간에 맞추어
자녀들과 휴가를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다. 따라서 이 기간을 피하거나 상대방의 휴가일정을 미리 알아
본 후 이에 맞추어 출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목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금요일까지 징검
다리 휴일로 지정하거나,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월요일까지 휴일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7~8월에는 학교 방학은 물론 직장인의 대부분이 휴가 시즌이므로, 이 시기에 출장 스케줄을 잡아야 하
는 경우, 상대방의 휴가 일정을 사전에 알아보고 출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 출장을 지양해야 할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카니발(2월 둘째 주)
- 부활절 방학(3월 말~4월 초 2주간)
- 7월~8월 휴가기간
- 연말연시(크리스마스 연휴)
공휴일
2017년 벨기에 공휴일
날짜

공휴일

1월 1일(목요일)

신정(Jour de l’an/Nieuwjaar)

4월 16~17일(일, 월요일)

부활절(Pâques/Pasen)

5월 1일(금요일)

노동절(Fête du travail/Feest van de arbeid)

5월 25일(목요일)

예수승천일(Ascension/O.h.hemelva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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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5일(일, 월요일)

오순절(Pentecôte/Pinksteren)

7월 21일(금요일)

독립기념일(Fête nationale/Nationale Feestdag)

8월 15일(화요일)

성모승천일(Assomption/O.l.v tenhemelopneming)

11월 1일(수요일)

만성절(Toussaint/Allerheiligen)

11월 11일(토요일)

휴전기념일(Armistice/Wapenstilstand 1918)

12월 25일(월요일)

크리스마스(Noël/Kerstmis)

주1: ( )는 벨기에 공용어인 프랑스어/네덜란드어 표기임.
주2: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때 전날인 금요일이나 또는 다음날인
월요일을 휴일로 결정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함.
아. 기타 참고사항
전기 규격
벨기에의 모든 전기플러그는 220V, 50Hz로 한국과 주파수는 약간 다르며, 접지 플러그(가운데에 동그
란 구멍이 있음)로 돼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구멍이 없는 플러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멀티탭을 따로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응급
대부분의 병원에는 응급실이 있으며, 응급실로 직접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번호인 100번을 전화를
걸면 구급차가 와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해준다(화재신고 역시 동일 번호). 다만, 벨기에에 의료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 치료비가 비교적 비싸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식수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할 수 있으나, 지형적 성격상 석회가 비교적 많아 보통 미네랄 워터를 구입해 식
수로 마신다. 여행자의 경우 수돗물이 몸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미네랄워터를 사서 마
시는 것을 권장한다. 현지 식당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물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마시
고 싶을 때는 별도로 미네랄워터를 주문해야 한다. 500ml 용량의 경우 3 유로, 1L 용량인 경우에는
6~7 유로 선이다.
이발소, 미용실
이발이나 미용비가 아주 비싸고 이발 방식도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행 출발 전
한국에서 해결하고 오는 것이 좋다. 머리를 자르는데 드는 비용은 남성의 경우 20~30 유로, 여성의 경
우 30~40 유로 가량 든다. 파마를 하는 경우에는 70~80 유로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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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소지
벨기에에 출장을 오는 한국인들은 여권분실을 우려해 숙소에 보관해두고 몸에 소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일 벨기에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여권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명서이
므로 반드시 소지하는 것이 좋다.
자. 유용한 연락처
비상 연락처
상황

전화번호

응급의료 서비스

100

화재

100

경찰

101

유럽 긴급구조대

102

약물, 식품 중독

070 245 245

중화상

02 268 62 00

교통사고

112(EU 동일)
한국기관

기관·기업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 벨기에 대한민국대사
관 겸 EU 대표부

Chaussée de la Hulpe
173-175, 1170 Brussels

02 675 57 77

bel.mofa.go.kr

KOTRA 브뤼셀 무역관

Boulevard du Roi Albert II
02 203 21 42 www.kotra.or.kr/KBC/brussels/
30, 1000 Brussels

한국무역협회브뤼셀지부

Avenue Louise 165, 1050
02 646 21 80
Brussels

eu.kita.net

KICEurope

Rue de la science 14 1040
02 880 3900
Brussels

http://kiceurope.eu/

재 벨기에 한인회

Kluislaan 4, 2180 Ekeren 047 966 97 61

http://belgium.korean.net

브뤼셀 한인교회

Museumlaan 2, 1970
Wezembeek-Oppem

02 768 14 45 http://www.koreanchurch.be/

벨기에 선교교회

Alsembergsesteenweg
1131, 1650 Beersel

02 380 43 15

벨기에 한인천주교회

Rue du Cornet 51, 1040
047 379 92 36
Bru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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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간단한 현지어
프랑스어
한국어

프랑스어

발음

안녕하세요(낮)

Bonjour

봉주흐

안녕하세요(밤)

Bonsoir

봉스와

감사합니다

Merci

메흐씨

죄송합니다

Désolé(e)

데졸레

실례합니다

Excusez moi

엑스퀴제 모아

얼마입니까?

Combine ça coûte?

꽁비앙 싸 꾸뜨?

안녕하 가세요, 또 봅시다 (헤어질
때)

Au revoir

오 흐브아

네덜란드어
한국어

네덜란드어

발음

안녕하세요

Goede dag

후여 닥

감사합니다

Dank u wel

당큐 웰

죄송합니다

Excuseer

엑스뀌지르

실례합니다

Pardon

파르돈

만나서 반갑습니다

Angenaam

앙헤남

얼마입니까

Hoe veel kost dit?

후 벨 코스트딧?

안녕히 가세요, 또 봅시다 (헤어질
때)

Tot ziens

똣 진스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가. 정부단체 및 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벨기에 연방정부

www.belgium.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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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지방 정부

be.brussels

왈로니아 지방 정부

www.wallonie.be

플란더스 지방 정부

www.vlaanderen.be

불어권 공동체

www.federation-wallonie-bruxelles.be

독일어권 공동체

www.dglive.be

벨기에 연방의회

www.fed-parl.be

벨기에 연방정부 경제 기획원

www.plan.be

벨기에 재무성

www.minfin.fgov.be

벨기에 중앙은행

www.nbb.be

벨기에 통계청

www.statbel.fgov.be

벨기에 연방무역청

www.abh-ace.be

벨기에 법무부

www.justice.belgium.be

벨기에 보건복지위생환경부

www.health.belgium.be

벨기에 국방부

www.mil.be

벨기에 외무부

www.diplomatie.belgium.be

벨기에 노동부

www.emploi.belgique.be

벨기에 관광청

www.visitbelgium.com

브뤼셀 캐피탈 지역 의회

www.parlbruparl.irisnet.be

플란더스 지방 의회

www.vlaamsparlement.be

왈로니아 지방 의회

www.parlement-wallonie.be

애노 지방

www.hainaut.be

리에주 지방

www.provincedeliege.be

나무르 지방

www.province.namur.be

룩셈부르크 지방

www.province.luxembourg.be

브라반트 왈로니아 지방

www.brabantwallon.be

브라반트 플란더스 지방

www.vlaamsbrabant.be/index.jsp

안트워프 지방

www.provincieantwerpen.be

림부르크 지방

www.limburg.be

동 플란더스 지방

www.oost-vlaanderen.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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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플란더스 지방

www.west-vlaanderen.be

EU 집행위 공식 사이트

www.ec.europa.eu

EU 기관 보도자료

http://europa.eu/newsroom/home_en

EU 이사회 공식 사이트

www.consilium.europa.eu/fr/home/

EU 의회 공식 사이트

www.europarl.europa.eu/portal/en

ECHA(유럽화학물질청)

www.echa.europa.eu

EFSA(유럽식품안전청)

www.efsa.europa.eu

단체명

홈페이지

나. 언론 단체

벨기에 공영 방송국

벨기에 주요 신문사

RTBF(프랑스어권)

www.rtbf.be

BRF(네덜란드어권)

www.brf.be

Le Soir

www.lesoir.be

La Libre

www.lalibre.be

L'echo

www.lecho.be

Trends

www.trends.levif.be

L'avenir

www.lavenir.net

RTL

www.rtl.be

De Standaard

www.destandaard.be

De Tijd

www.tijd.be

Het Nieuwsblad

www.nieuwsblad.be

Belgieninfo.net

www.belgieninfo.net

Inter Press Service

www.ipsnews.be

LE VIF

www.levif.be

7 SUR 7

www.7sur7.be

벨기에 기자 연합(AJP)

www.ajp.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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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기관 및 한인단체
한국 기관
기관·단체명

정보

주 벨기에 대한민국대사관

웹사이트: bel.mofat.go.kr

주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 missiontoeu.mofa.go.kr

한국 문화원

웹사이트: brussels.korean-culture.org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

웹사이트: eu.kita.net

한-EU 연구센터(KERC; Korea-EU Research
Centre)

웹사이트: www.kiceurope.eu

한인단체
단체명
벨기에 경제인 협의회
재 벨기에 한인회

정보
- 회장: 김성준
- 이메일: csjun@hyundai.com
- 회장: 진윤섭
- 웹사이트: http://belgium.korean.net

- 회장: 유 봉 박사(SCK CEN)
벨기에 한인과학 기술자 협회
- 웹사이트: http://koseabe.org
Korean Scientists & Engineers Association in - 이메일: koseabelgium@gmail.com
- 페이스북:
Belgium (KOSEABe)
https://www.facebook.com/groups/KOSEAbe
재벨 실업인 협의회
Korea Business Council in Belgium

- 회장: 박대영
- 주소: Ambiorixsquare 13, 1000 Brussels
- 전화: +32 2 300 5930
종교단체

단체명

정보
- 주소: Museumlaan 2, 1970 WezembeekOppem

브뤼셀 한인 교회

- 전화: +32 02 768 1445
- 팩스: +32 02 767 3458
- 웹사이트: http://www.koreanchurch.be/

벨기에 선교 교회

- 주소: 1131 Alsembergsteenweg, 1650 Beersel
- 전화: +32 02 380 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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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http://www.kmcb.net/
- 주소: Paardenmarkt 109, 2000 Antwerpen
- 전화: +32 02 306 6026

안트워프 한인 교회
벨기에 한인 천주교회

- 주소: Rue du Cornet 51, 1040 Brussels

라. 비즈니스 관련 현지 기관 등
기관명

홈페이지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통합 증시 사이트

증권거래소

www.euronext.com

브뤼셀 증권거래소

www.bourse.be

왈로니아 지방

www.ucm.be

플란더스 지방

www.unizo.be

금융

www.abb-bvb.be

화학

www.essenscia.be

유통

www.comeos.be

기술산업
(기계, 전기, 전자, 환경 등)

www.agoria.be

철강

www.steelbel.be

섬유

www.fedustria.be

자동차

www.febiac.be

브뤼셀

www.bruexpo.be

겐트

www.flandersexpo.be

나뮈르

www.namur.expo.be

안트워프

www.antwerpexpo.be

코르트렉

www.kortrijkexpo.com

중소기업 협회

주요 산업 협회

벨기에 주요도시 소재 전시
장 관리기관

플란더스 무역투자 진흥청(FIT)

www.flandersinvestmentandtrade.com

왈로니아 수출진흥청(AWEX)

www.awex.be

브뤼셀 지역 해외 투자ž수출사무소

www.brussels-export.be

안트워프 항만공사

www.portofantwerp.com

전시회 정보제공 웹사이트

www.exhibitions.be

299 / 305

벨기에 국가정보

11. KOTRA 무역관 안내
가. 무역관 개설에서 현재까지
KOTRA 브뤼셀 무역관은 1972년 4월 1일 개설됐으며,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관할하고 있다.
나. 위치 및 연락처
무역관 위치
브뤼셀 시내 중심 북쪽의 북역(Gare du Nord/Noordstation) 맞은편에 있는 제1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2층에 위치하고 있다.
무역관 약도

브뤼셀 국제공항(Brussels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찾아오는 길
ㅇ 기차
- 공항 Level-1 터미널 지하에 위치한 기차역(Bruxelles National)과 브뤼셀 시내 북역(Bruxelles
Nord/Brussel-Noord) 간을 연결하는 기차편이 있다.
- 운행시간: 04:41~23:59
- 운행간격: 매 10분 간격
- 소요시간: 15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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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8.50유로(2등석 성인 기준)
ㅇ 택시
- 공항 청사 앞에서 택시 승차
- 소요시간: 약 25분(10.56km)
- 요금: 약 30유로
ㅇ 버스
- De Lijn 버스: 공항 Level-0의 Platform A, B에서 272, 471번을 타면 북역(Gare du
Nord/Noordstation)까지 연결된다.
- 소요시간: 약 25분
유로스타(Eurostart)와 고속열차(Thalys, TGV, ICE) 정착역인 브뤼셀 미디역(Gare du Bruxelles-Midi
/Station Brussel-Zuid)에서 찾아오는 길
ㅇ 트램
- 미디역 0층 외부에 위치
- 라인 3번(Towards Espande방향) 혹은 4번(Towards Gare Du Nord 방향)을 타고 북역(Gare du
Nord)에서 하차
ㅇ 택시
- 역사 앞에서 택시 승차
- 소요시간: 약 14분(6.19km)
- 요금: 14~19유로
연락
- 주소: World Trade Center I, Boulevard du Roi Albert Ⅱ 30 - bte 14,1000 Brussels, Belgium
- 전화: +32-2-203-2142
- 팩스: +32-2-203-0751
- e-mail: kotrabru@kotra.or.kr
다. 인원 현황
성명

직위

전화번호

업무

이장희

관장

+32-2-205-0088

무역관 업무 총괄

손주홍

차장

+32-2-205-0085

마케팅 총괄

이윤진

과장

+32-2-205-0089

투자유치, 조사, 총무, 정산

최태영

현지

+32-2-205-0086

지사화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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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전

현지

+32-2-205-0081

지사화

Camille Hermant

현지

+32-2-203-2142

지사화

김도연

현지

+32-2-205-0084

조사

공경선

현지

+32-2-205-0080

공동물류센터운영

김봉전

현지

+32-2-205-0081

지사화

Sofian Larachi

현지

+32-2-205-0082

투자유치

복은미

현지

+32-2-205-0083

마케팅, 해외시장조사

라. 사업 안내
시장개척사업
ㅇ 지사화 사업: 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상담 대행 등 국내 중소기업의 지사 역할 수행
ㅇ 무역사절단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주관 중소기업 중심 무역사절단의 현지 상담 및 방문
활동 지원
ㅇ 세일즈 출장 지원: 바이어 상담주선, 호텔 예약, 바이어 리스트 제공, 현지 시장동향 자료 제공, 유
료통역 주선, 교통편의 제공 등 제반 활동 지원
ㅇ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시장동향 조사, 현지 업체 신용조사 등 대행
ㅇ 방한 바이어 지원: 국내 제품 수입 희망 바이어의 방한 유치 및 본사와 바이어 연결, 상담 주선 등
제반활동 지원
ㅇ 전시 참가업체 및 참관 바이어 유치
ㅇ 바이어 인콰이어리 발굴 및 전파: 한국 상품 수입 희망 바이어 인콰이어리를 발굴, 수집해 국내 업
체에 전파
ㅇ 국내업체 정보 제공: 국내 수출 및 제조업체 정보를 한국 상품 수입 희망 바이어에 제공
ㅇ 한-EU 공공조달 파트너십: 한국 기업이 EU 공공조달 기관 및 기업들과 협력해 EU 조달시장에 진
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명회, 기업별 제품 발표회, 1:1 상담회, 네트워킹 행사 등으로 구성
(2012년부터 최초 개최 이후 매년 10~11월 중에 개최)
조사사업
ㅇ 지역 및 상품 동향 조사: 벨기에, 룩셈부르크 및 EU 전체의 지역정보 및 상품 정보를 수시 입수,
KOTRA 정보포털사이트(news.kotra.or.kr)를 통해 우리 업계에 전파
ㅇ 현안 조사: 경제 및 무역 관련 현안을 심층 조사해 우리 업계 및 정부에 제공
ㅇ 국가정보 D/B 구축: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의 일반사항 및 정치, 경제, 투자, 비즈니스 관련 국가정
보 D/B를 정기 및 수시로 최신화해 업계에 제공
투자유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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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한 투자가 발굴 및 지원: 현지 투자가를 발굴하고 발굴한 투자가에게 한국 투자환경 홍보, 대한
투자 시 필요 상세정보 제공 및 투자파트너 물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
ㅇ 투자유치 세미나 개최: 현지 투자가에 한국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세미나 개최 또는 현지 유관기관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
ㅇ 투자사절단 지원: 한국 투자환경 홍보 및 상담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주관 사절단의 현지
활동 지원
물류지원사업(공동물류센터)
이 밖에도 KOTRA 브뤼셀 무역관에서는 안트워프 항구에 공동물류센터를 두고 벨기에 전문 물류 서비
스 업체(Logistics Service Provider)를 선정해 국내 수출기업이 저렴하게 물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도
록 지원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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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

KOTRA 국가정보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4유형의 개별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유형별 항목 설명
출처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본 저작물은 KOTRA에서 00년 작성해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 000)’를 이용했으며, 해당 저작물은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업적 이용 금지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동 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해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동 저작물의 변경이 금지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집·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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