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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프랑스는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으로, 독일과 함께 유럽 연합(EU)을
주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1~3차 산업이 고르게 발달하여 농업과 항공
우주·자동차 등 제조업, 금융·관광 등 서비스업에서 두각을 나타내
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패션 중심지이자
유럽의 교통 요지로서 높은 위상을 누려 왔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프랑스 경제는 경직적인 노동 시장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과 대외경쟁력 약화 등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 2017년
출범한 마크롱 정부는 노동 시장 유연화, 민간 투자 활성화, 재정 건전
성 제고 등 대대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
어 2017년 프랑스 경제는 6년 만에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2.3%)을 기록
했으며, 실업률 또한 9%대로 하락했다.
한-불 교역은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 이후 對프랑스 수
출이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자동차, 축전지 등 주요 품목의 수
출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폭도 3년 연속 감소했다. 양국 간 직접투자는
금융·보험, 유통, 연구개발 등 서비스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구개발·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對프랑스
투자가 증가했다.
한국과 프랑스의 경제 협력 유망분야로는 프리미엄 소비재, 스타트
업, ICT(정보통신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소비자들은 소득 수준
이 높고 노령화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 기업과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한 프리미엄
소비재 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프랑스 시장 진출을 계기로 품질경쟁력
을 제고하고, 프랑스를 교두보 삼아 주변 유럽국 등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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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렌치 테크’로 알려진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프랑스 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우수한
인재와 스타트업의 진출이 유망하다. 프랑스 정부는 외국 스타트업에
게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우
리 정부 및 민간에서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진출
지원 사업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ICT 분야에서는 최근 조세 개편과 투자 혜택 확대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부
문 디지털화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탁월한 기술 역
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프랑스는 장기적인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ICT 분야
에서 양국 연구기관 및 기업 간 협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프랑스의 경기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혁신 노력은 한국
과 프랑스의 경제 협력에 긍정적인 기류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활
용한 우리 기업들의 프랑스 및 유럽 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나아가 기
업 친화적 정책, 스타트업 중심의 혁신 성장, ICT 등 신산업 육성을 통
해 저성장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프랑스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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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프랑스 경제 현황

프랑스는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으로, 독일과 함께 유럽 연합(EU)을
주도하는 경제·문화 중심지
● 프랑스의 2017년 경제 규모는 2.6조 달러로 독일, 영국에 이어 유럽 3위1)
- 독일과 함께 유럽의 통합을 주도해왔으며 UN안전보장이사회, 북대서
양조약기구(NATO), G7 등 주요 다자간 기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
● 프랑스의 주요 산업은 농업, 항공우주·자동차·화학제품 등 제조업,
에너지, 금융·관광 등 서비스업 등으로 1~3차 산업이 고르게 발전
- (1차 산업) 국토 절반 이상이 농지로 사용되는 EU 최대의 농업국으로
곡물, 유제품, 와인 등을 주로 생산하며,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농
산물 수출국
- (2차 산업) 에어버스(항공), 토탈(석유), 사노피(의약품), 르노 및 푸조
(자동차), 로레알(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 다수 프랑스
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상위권을 차지
- (3차 산업) 프랑스는 BNP파리바, 크레디아그리콜 등 4대 시중은행이
유럽 10대 은행에 포함돼 있는 금융 강국이며, 2017년 한 해 동안
8,7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한 세계 최대의 관광국
● 루이비통, 샤넬, 헤르메스와 같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배출한 패
션 중심지이자 독일, 스페인 등 총 8개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교통
요지이며, 초고속철도(TGV)와 항공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 보유

1) 명목 국내총생산 기준(출처 :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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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초중반 프랑스 경제는 높은 실업률과 대외경쟁력 약화로 성장
둔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프랑스 경제는 경직적인 노동 시장과 높은
실업률 등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으며, EU 평균을 하회하는 경제성장
률을 기록
- 고율의 노동세와 엄격한 근로자보호법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 부담
증가, 관대한 실업수당 지급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 비효율적인 직업
훈련 제도 등이 노동시장 경직성을 초래
- 이로 인해 2010년대 중반에는 10%대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20%를 상회
● IMF는 프랑스의 실질실효환율(REER) 고평가와 단위 노동비용 상승, 신규
경쟁자 진입으로 인한 기계, 화학 부문 등에서의 가격 경쟁 심화가 대외
경쟁력 약화를 가져왔다고 분석
- 이 때문에 프랑스는 높은 관광수입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세계 상품·서비스 교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프랑스 실업률 추이>

자료: OECD, Banque d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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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상수지 추이>

최근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혁 노력과 세계 경기 호조에 힘입어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
● 정부의 경제 개혁 노력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
면서, 2017년에는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2.3%의 성장률 기록
- 프랑스 정부는 노동 시장 유연화와 조세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을 기울
여왔으며, 특히 2017년 출범한 마크롱 정부는 과감한 경제 개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섬
-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면서 기업 투자가 늘
고 실업률이 감소하였으며, 민간 소비 증가 또한 경제 성장에 기여
- 민간 부문 개선으로 정부 수입이 늘면서 재정 적자가 GDP의 2.6%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유럽위원회 권장 기준
인 3% 이하를 기록
●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관광수입이 늘고 상품 수출이 다소 증가하면서 경
상수지 적자가 완화
● IMF는 민간 소비 및 기업 투자의 성장세에 힘입어 2018~2019년 프랑
스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1.8%,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프랑스 경제성장률 추이 및 부문별 성장 기여도>

자료 : Eurostat, World Bank, Fitch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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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역내 교역 비중이 64%로 높은 편이며, 2017년 무역수지 적자는
897억 달러로 전년도(717억 달러)에 비해 심화
● 프랑스의 2017년 상품 수출은 5,234억 달러로 세계 8위이며, 상위 수출 품
목은 항공기, 의약품, 승용차 등
- 주요 수출대상국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역내 수출 비중이 58%
에 달하며, 한국의 수출 비중은 약 1.0%로 17위
● 2017년 상품 수입은 6,131억 달러로 세계 6위의 수입국이며, 상위 수입 품
목에는 승용차, 원유, 가스터빈(터보제트) 등
- 주요 수입대상국은 독일, 이탈리아 등 EU 회원국(역내 수입 비중 70%)과 중
국 등이며, 한국의 수입 비중은 약 0.6%로 31위
<2017년 프랑스 주요 교역 품목>
(단위 : 억 달러)
순위

수
출
품 목 명

수

입

금 액

순위

품 목 명

금 액

1

항공기, 우주선

440.5

1

승용차

348.2

2

의약품

244.6

2

석유와 역청유(원유로 한정)

238.4

3

승용차

222.1

3

터보제트 등 가스터빈

200.6

4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

155.1

4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185.6

5

터보제트 등 가스터빈

124.6

5

항공기, 우주선 부분품

166.1

6

포도주

102.8

6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

152.2

7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87.6

7

의약품

146.9

8

화장품

85.8

8

전화기(무선 통신망용 등)

129.0

9

항공기, 우주선 부분품

73.7

9

석유가스,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126.7

10

화물차

72.6

10

자동자료처리기계

94.3

전

체

5,233.9

자료 : UN Comtrade
주 : 품목 분류는 HS코드 4단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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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6,131.3

<2017년 프랑스 주요 교역 국가>
(단위 : 억 달러)
수
국 가 명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벨기에
영국
중국
네덜란드
스위스
폴란드
한국
전
체
자료 : UN Comtrade
순 위
1
2
3
4
5
6
7
8
9
10
17

출
금

액
776.1
401.9
397.4
384.1
364.9
350.5
212.9
191.7
177.6
103.0
56.7
5,233.9

순 위
1
2
3
4
5
6
7
8
9
10
31

수
입
국 가 명
독일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
미국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폴란드
한국
전
체

금 액
970.8
554.0
470.4
412.8
396.8
394.2
311.2
287.1
166.7
113.9
38.8
6,131.3

금융위기 이후 프랑스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출입은 크게 감소했으나,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00년대 후반 프랑스의 FDI 유출이 크게 늘면서 2005~2009년 5년간
세계 상위 투자국 5위권 내에 들었으며, 연평균 유출액은 920억 달러
- 동기간 연평균 FDI 유입은 380억 달러로, FDI 유출의 약 40% 수준
●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FDI 유출입이 모두
급감했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회복되기 시작
- 2017년 주요 FDI 유출국은 미국, 룩셈부르크, 독일 등으로 EU가 65%를 차지
하며, 유입국은 영국, 네덜란드, 미국, 스페인 등으로 EU가 70%를 차지
<프랑스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 UNCTAD(유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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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랑스 경제 이슈 및 비즈니스 환경
마크롱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노동 시장 유연화를 위한 대대적인
노동법 개정을 단행
● 2017년 9월 행정명령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부당해고에 대한 제소 가능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부당해고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상한선을 최대 20개월분으로 제한하는 등 해고 관련
법과 제도의 불확실성을 축소
-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주와 직원 간 직접 노사협상을 허용하고, 산별
(産別) 노조의 협약이 기업 협약에 우선하는 현 제도를 개정하는 등 개별 기
업의 재량권 확대
● 2018년 6월에는 국영철도공사(SNCF) 노조의 거센 반발을 뚫고 종신
고용 폐지와 복지혜택 축소 등 국철 개혁 추진
- 국영철도 독점 체제 하에서 SNCF의 종신 고용제, 연금 혜택 등 과도
한 직원 복지와 방만한 경영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SNCF의 부채는 60조 원에 달함
- 그동안 국철 개혁 시도는 철도노조의 총파업 등 거센 반대로 무산되
었으나, 마크롱 정부는 빠른 추진력으로 의회의 지지를 얻어 개편안
통과에 성공
- 개편안은 신규 채용직원에 대한 종신 고용 폐지와 복지 혜택의 대폭
축소, 2023년까지 철도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 촉진 등을 골자로 함
● 2018년 하반기에는 직업훈련제도 및 실업보험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
며, 2022년까지 직업훈련 및 고용 증진에 150억 유로의 공공투자를
집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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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직업훈련 제도가 산업구조와 노동 시장의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
지 못해 구조적 실업이 발생했다고 보고, 직업훈련 기관의 엄격한 질
적 평가와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감독 기관(Agence France
Compétences)을 신설키로 함
- 또한 구직자가 실업수당 혜택을 받기 위한 구직 요건을 강화하고, 요
건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확대할 예정
기업의 법인세 인하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
● 현재 33%인 법인세를 2022년까지 유럽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할 계
획이며, 2018년부터는 기업 당 최대 50만 유로의 수익에 대하여 28%
의 법인세 부과
- 또한 2019년부터는 세액공제(CICE)를 사회보장부담금 감액으로 전환
하여 기업의 임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
● 과거 종합 과세 대상이었던 금융소득에 대해서 2018년부터 30%의 단
일세율을 적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
- 또한 130만 유로 이상의 자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던 부유세(ISF)
를 폐지하는 대신 부동산세(ISI)를 신설하여,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경감
공무원 감원 등 적극적인 긴축 재정을 통해 재정건전화 도모
● 프랑스의 2016년 GDP 대비 정부지출은 56.4%로 OECD 국가 중 최대 수준
- 마크롱 대통령은 12만 명의 공무원 감축, 복잡한 연금 산정방식 개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혁 등을 통해 임기 5년 간 총 600억 유
로의 공공지출을 축소할 계획
- 실제로 2017년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2.6%로 줄어 10년 만에 권고

IIT, 국제무역연구원

7

수준(3%)을 달성했으며, 2022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함
정부의 경제 개혁이 실업률 감소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프랑스의
경제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
● 노동 시장 유연화 등 정부 노력에 힘입어 프랑스의 2017년 경제성장
률은 2.3%를 기록
- 2018년 2분기 실업률은 9.1%로 전년 동기 대비 0.3%p 하락해 2011년
2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보임
- 또한 민간 투자 여건 개선으로 신설 기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8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34만 개의 신규 기업 설립
● 그러나 급진적인 노동 개혁과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잇따르자 국민들
의 피로감이 누적되는 상황
- 프랑스 조사기관 IFOP이 2018년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크
롱에 대한 지지율은 29%로, 취임 직후였던 2017년 6월의 지지율
(64%)의 절반 이하로 하락
● 프랑스는 사회주의 성향이 짙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
문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제도 축소, 공무원 종신고용 폐지
등 정책을 이어나갈 경우 거센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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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불 교역 및 투자 현황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한-프랑스 교역은 2017년 이후 수출이
증가하면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무역수지 적자폭도 3년 연속 감소
● 2017년 한국의 對프랑스 수출과 수입은 각각 29.9억, 57.5억 달러로
프랑스는 한국의 29위 수출대상국이자 20위 수입대상국
- EU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의 6위 수출대상국이자 4위 수입대상국
● 대프랑스 교역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적자
폭 감소
- 2015~2016년에는 수출입이 모두 감소했으나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감소
- 2017년 수입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1.7%)한 반면 수출이 크게 증가(21.3%)
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2013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7.5억 달
러 기록
- 2018년 1~8월에는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21.6%, 4.5% 증가하여
적자폭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對프랑스 수출입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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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8월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축전지, 석유제품, 반도체 등
이며, 상위 20개 품목 중 석유제품, 항공기 및 부품, 편직물을 제외한
17개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
- 특히 전체 수출 비중에서 24%를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이 2017년 82.7%나
증가한 데 이어 2018년 1~8월에도 24.1% 증가
- 2018년 상반기 현대차그룹의 프랑스 판매량은 전년 대비 22.2% 증가하였으
며 전체 자동차시장 평균 증가율인 4.7%를 크게 상회2)
- 자동차 이외에도 전자·전기제품(축전지, 반도체), 화학제품(합성수지, 화장
품), 기계류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2018년 1~8월 對프랑스 20대 수출입 품목>
수
품 목 명

출
금액

증감률

1
2

자동차
건전지 및 축전지

568.5
287.3

24.1
43.4

3
4

석유제품
반도체

109.7
104.4

-21.2
63.1

5
6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88.8
80.5

35.7
3.1

7
8

원동기 및 펌프
항공기 및 부품

73.6
54.9

26.0
-4.0

9
10

전자응용기기
기계요소

51.3
49.5

33.9
34.3

11
12

플라스틱 제품
비누·치약 및 화장품

46.7
46.0

31.7
54.3

13
14

고무제품
산업용 전기기기

43.7
38.1

54.0
127.2

15
16

정밀화학원료
농약 및 의약품

37.8
34.2

19.6
154.8

17
18

공구
어육 및 어란

32.3
31.2

9.7
9.8

19
20

편직물
계측제어분석기
전체

30.6
27.8
2,331.1

-12.2
223.5
21.6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주 : MTI 3단위 기준
2) 출처 : 프랑스자동차공업협회(CC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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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품 목 명
비누·치약 및 화장품
농약 및 의약품
신변잡화
원동기 및 펌프
반도체
항공기 및 부품
천연가스
자동차
기호식품
기계요소
기타 정밀화학제품
패션잡화
자동차부품
계측제어분석기
철강판
정밀화학원료
축산가공품
식물성물질
전자응용기기
우라늄
전체

(단위 : 백만달러, %)
입
증감률
금액
311.5
269.0

11.1
2.9

240.6
186.4

18.4
-31.1

165.7
139.6

13.0
53.4

137.9
135.9

0.0
44.0

123.4
121.9

33.0
-13.8

111.3
108.9

79.1
6.8

93.7
90.1

-53.2
-35.9

89.1
75.4

17.2
-1.8

74.9
62.2

19.8
2.4

59.5
56.2
4,041.2

-6.1
980,886.9
4.5

● 2018년 1~8월 주요 수입 품목은 화장품, 의약품 등 화학제품과 신변
잡화 등 생활용품
- 항공기 및 부품(53.4%), 자동차(44.0%) 등 수송기기의 수입이 크게 증
가했으며, 2015~2017년 3년 간 수입이 거의 없었던 천연가스와 우라늄 등
광물성연료의 수입이 대폭 증가
- 반면 원동기 및 펌프(-31.1%), 기계요소(-13.8%), 자동차부품(-53.2%)
등 기계류의 수입은 감소
한-프랑스 양국 간 투자는 금융·보험, 유통, 연구개발 등 서비스업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규모는 타 EU국가에 비해 작은 편
● 2017년 한국의 對프랑스 투자는 1.0억 달러로 35위이며, 프랑스의 對
한국 투자는 1.2억 달러로 18위
- EU 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對프랑스 투자와 프랑스의 對한국 투자는
각각 8위와 7위
● 해외직접투자는 연도별로 큰 등락을 보이나, 2000년 이후 일부 연도
(2009, 2010, 2015년)를 제외하고는 프랑스의 對한국 투자액이 한국의
對프랑스 투자액을 상회
- 프랑스의 對한국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2006~2008년의 연평균 투
자액은 6.9억 달러로 대부분 투자가 금융·보험업에 집중되었으며,
2018년 상반기에는 유통업에 5.7억 달러 유입
- 특히 프랑스는 연구개발·과학기술 부문에서 꾸준히 한국에 투자해
왔으며, 2013~2017년 5년간 연평균 4,000만 달러를 투자
- 한국의 對프랑스 투자는 2009년 광업(2.4억 달러), 2010년 부동산업(3.2
억 달러), 2015년 부동산업(8.7억 달러) 등의 부문에서 높게 나타남
- 연구개발·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한국의 對프랑스 투자는 거의 없다
가, 2017년에 3,9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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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France에 따르면 2017년 프랑스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네이
버(IT서비스), HDX(의료기기), 쎌바이오텍(바이오) 등
<한-프랑스 직접투자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프랑스의 對한국 투자는 도착금액, 한국의 對프랑스 투자는 투자금액 기준(유량)
투자 현황

12 EU 경제 대국 프랑스,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Ⅳ. 한-불 경제협력 유망분야 및 진출 전략
① 프리미엄 소비재
프랑스 소비자들은 소득 수준이 높고 품질에 민감하며, 노령화에 따라
의료기기, 의약품 등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증가
● 프랑스는 인구 6,700만 명과 구매력평가 기준 10위의 경제 규모를 갖
춘 거대 소비 시장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37,970달러
- 프랑스 소비자들은 사회보장제도의 발달로 인해 저축 성향이 낮고,
가처분소득에서 소매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
- 문화, 여행, 교육 등 서비스와 첨단 IT기기에 관심이 많고, 친환경 및
바이오 제품 등 환경과 건강을 고려하는 까다로운 성향을 보이며, 제
품의 참신성이나 포장, 디자인 등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 특성을 보임
- 하지만 오랫동안 이어진 경제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최근에
는 온라인에서 상품의 가격과 품질을 꼼꼼하게 비교한 뒤 구매하는
합리적인 소비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소비가 크게 활성화
●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프랑스 인구는 점차 노령화되고 있으
며, 노령 인구는 타 연령층보다 높은 소득 수준과 소비 성향을 보임
- 2018년 초 프랑스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은 19.8%로 초고령 사
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2030년에는 노령 인구 비율이 23.9%
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경제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노령 인구의 연간 지출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운동장비 등 헬스
케어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빅데이터 도입 등 의료시
설 현대화 정책 또한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세에 긍정적인 영향
IIT,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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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령별 인구 구성비 추이>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7

프랑스 기업과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현지 소비재 시장을 겨냥하는
동시에, 품질경쟁력 제고와 해외 판로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 프랑스 소비자는 자국 및 유럽산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고, 기존에 잘
알려졌거나 본인에게 익숙한 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성향이 강함
-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 갤럭시, 현대자동차 등 일부 브랜드가 널리 알
려진 반면 기타 소비재 브랜드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며, 최근 케이뷰
티나 케이팝 등 한류의 인기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10~20대 여
성 등 일부 소비층에 한정
● 따라서 직접적인 수출보다는 프랑스 기업과의 공동 투자나 M&A, 기
술 수출 등 다각적으로 소비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
- 현지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 노하우, 유통망 접근성을 활용
하여 프랑스 소비자에 대한 친숙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는 전략 필요
● 또한 품목별 인증 요건의 철저한 준수, 환경친화성과 건강을 고려한
제품 개발 등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입맛을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기술 혁신, 디자인 등 품질 위주의 제품 개발과 인증 획득을 위한 사
전 준비가 필요하며, 소비의 경제적 효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프랑스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마케팅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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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는 참신성과 가성비를 중시하는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다용
도제품이나 아이디어 상품, 한류 팬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수출 등 세분화된 공략이 필요
● 프랑스 소비 시장 진입을 브랜드 고급화와 인지도 개선의 계기로 삼고,
유럽 및 기타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
- 프랑스 진출을 통해 쌓은 브랜드 가치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사한
인증 기준과 소비 성향을 지닌 주변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
- 또한 럭셔리, 패션, 화장품 등 다양한 소비재 품목에서 세계적인 브
랜드가 포진한 프랑스에 진출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유럽 외의 새로
운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음

<사례1> 한국 패션·뷰티 기업 ‘난다’, 세계적 화장품 기업 ‘로레알’에 인수
- 2004년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 ‘스타일난다’로 출발한 난다는 메이크업
브랜드 ‘쓰리컨셉아이즈(3CE)’로 국내외 젊은 소비층을 대상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
- 난다의 독창성과 아시아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의 인기에 주목한 로레알은
2018년 6월 난다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으며, 인수 가격은 약 4000억 원
- 향후 로레알은 자사의 글로벌 마케팅 및 유통 역량을 바탕으로 3CE의 판매를
세계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

<사례2> 한국 ‘한미약품’, 프랑스 제약 기업 ‘사노피’에 당뇨신약 기술 수출
- 2015년 11월, 한미약품은 세계 최대 제약회사 중 하나인 ‘사노피’와 지속형
인슐린 등

총 3종의 당뇨약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규모는 39억 유로에 달함
- 2016년에는 계약 내용이 조건부 기술 이전으로 수정되면서 일부 신약물질에
대한 권리가 한미약품에 반환되었으며, 계약 규모도 축소
- 최근 한미약품이 권리가 반환된 신약물질에 대한 임상실험에 착수하면서 기술
재인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출처 : 로레알그룹, 한미약품 홈페이지 및 각종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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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타트업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에 힘입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 디지털 스타트업 생태계 확립을 목표로 2013년부터 IT기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인‘라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를 실시
- 마크롱 정부는 출범 직후 100억 유로 규모의 스타트업 지원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2018년 초 정부가 보유한 민간기업 지
분 매각을 통한 구체적인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
● 2017년 설립된‘스테이션 F(Station F)’는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캠
퍼스로 약 1,000개의 스타트업을 수용
-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등 26개의 글로벌 기업이 엑셀
러레이터*로 참여하여 프로그램 진행 중
*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초기 자금,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단체

- 스테이션 F는 단순한 공간 임대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
업, 연구기관 간의 정보 교류와 기술 협업의 장을 제공함으로서 세
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 컨설팅기업 언스트앤영(EY)에 따르면 2017년 프랑스 내 스타트업 수
는 9,500개에 달하며, 총 수익은 58억 유로로 전년 대비 26% 증가
- 리서치기업 CB Insights에 따르면 2017년 프랑스 기업의 벤처자금 조
달 건수는 743건으로 EU 최대 수준이었으며, 조달 금액은 약 32억
유로로 전년 대비 1.5배 증가
라 프렌치 테크는 해외 스타트업에게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스타트업과 인재의 진입이 유망
● 정부는 2016,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해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프렌치 테크 티켓’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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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팀에게 45,000유로의 자금과 프랑스 체류 비자, 1년간 인큐베이팅 센터
내 입주 공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 한국 스타트업 중에서는 ‘스트라티오’가 제 2회 프렌치 테크 티켓에
우승자로 선정
● 또한‘프렌치 테크 비자’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인재 유치에 노력
- EU 이외 국적의 창업자, 직원 및 투자자가 간단한 심사를 거쳐 ‘재
능 비자(Talent Passport)’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 가족과 함께 4년간 프랑스 체류 허용
한국 정부 및 민간 기관에서도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 한국 정부는 창업포털사이트 ‘K-Startup’을 통해 전 세계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창업교육·컨설팅·자금 등 다양한 지원 제공3)
- 창업진흥원은 2018년 프랑스에서 개최되는‘YEi

Start in France’,

‘파리 랜딩팩(Paris Landing Pack)’등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 기
업들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K-ICT 본투글로벌센터는 ICT 분야 유망 혁
신기술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설팅, 주요국 데모데이 및
로드쇼 참가 기회 등 제공4)
● 무역협회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수출 지원을 위해 한
독상공회의소, GS그룹 등 국내외 유관기관 및 기업과 협업하여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추진
* 연구개발 과정에서 학계, 벤처 등 기업 외부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기업 혁신을 이루는 방식

3) 출처 : K-스타트업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
4) 출처 : K-ICT 본투글로벌 홈페이지(https://www.born2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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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에는 프랑스 스타트업 전문 전시회‘비바 테크놀로지 2018’
에 참가해 국내 스타트업 10개사에 전시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사례1> 한국 스타트업 ‘스트라티오’, 프렌치 테크 티켓 시즌2에 선정
- 2013년 설립된 스트라티오는 고해상도의 소형 근적외선 센서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으로, 실리콘밸리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음
- 스트라티오가 자체 개발한 분광기는 적외선 파장을 이용해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며, 해당 기술은 위조 약품 및 화폐 식별, 음식의 신선도 확인 등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
-

115개국의

1,220개

팀이

참가한

프렌치

테크

티켓

시즌2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70개 우승팀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2017년 1년간
파리의 바이오 클러스터 단지(제노폴)에 입주

<사례2> 한국 ‘네이버’, ‘스테이션 F’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
- 네이버는 메신저 서비스 회사 ‘라인’과 함께 스테이션 F에 80석 규모의
스타트업 육성 공간인 ‘스페이스 그린’ 개소
- 유럽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스타트업들을 입주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네이버와
라인이

보유한

콘텐츠

노하우를

스타트업들과

공유하고

네이버

소속

엔지니어와의 기술교류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
- 네이버는 한국 검색 시장과 아시아권 메신저 시장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참여
스타트업들의 혁신 역량을 결합해 유럽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함
출처 : 스트라티오, 네이버, 프렌치 테크, 스테이션 F 홈페이지 및 각종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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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CT(정보통신기술)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 유치 등 ICT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음
● 프랑스는 조세 개편을 통해 해외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
했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세계적 IT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성공
-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 SAP는 2018년부터 5년간 클라우딩, 머신러닝,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에 2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 페이스북은 2018년부터 5년간 프랑스의 인공지능 연구소에 1,000만
유로를 투자해 연구 인력을 6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며, 스테이션 F
내에서도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 중
- 구글은 2018년 초 파리에 인공지능 연구 센터를 열고, 프랑스 내 4곳
에 구글 허브를 설치해 무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
- 한국 기업 중에는 네이버가 2017년 프랑스에 위치한 미국 제록스社의 연구
센터를 인수해 연구 인력을 강화했으며, 삼성전자는 2018년 5월 파리에 100
명 규모의 인공지능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프랑스는 운송기기 및 화학 분야에 비해 강점을 보이는 반면, 디지털
산업의 발달은 저조
- 프랑스의 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는 EU 회원국 중 18위로 낮은
편으로, 특히 데이터 통신망과 인터넷 활용도가 EU 평균 이하
* 데이터 통신망 연결성(Connectivity), 국민들의 디지털 활용능력(Human Capital), 인
터넷 활용도(Use of the Internet), 기업 디지털화 및 전자상거래(Integration of Digital
Technology), 디지털 공공 서비스(Digital Public Services) 등 5개 부문에 따라 회원국
경제 및 사회의 디지털화 정도 측정

- 자동차, 의약품 등 프랑스의 주력 산업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첨단 ICT분야 융합에 대한 수요가 커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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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U 디지털경제사회지수 순위>

자료: European Commission,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DESI) 2018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디지털화를 위한 대대적인 ICT부문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의 진출이 유망
● 정부는 민간 정보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 부문의 디지털화 등
을 목표로‘대규모 투자 계획(Le Grand plan d'investissement)’수립
- 총 570억 유로 규모의 5개년(2018~2022년) 대규모 투자 계획 중 46억
유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나노기술, 사이버 보안 등 신산업 육성
에 쓰일 예정
- 또한 공공서비스의 전자화에 44억 유로를 지출해 품질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회·보건시스템의 디지털화에 49억 유로를 사용하여 종
합의료센터 건설, 병원장비 현대화, 의료 연구 등을 지원할 계획
● 한국과 프랑스는 장기적인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 양국 연
구기관 및 기업 간 ICT 분야에 대한 협업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과 프랑스는 1981년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 후 격년마다 한-프
랑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 2018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 7차 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
공동 연구 추진,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간 학생 교류 강화, 한국과학기술원
(KAIST)과 프랑스 국립공예원(CNAM)의 공동연구실 설립 등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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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한국-프랑스, 자율주행차 기술 공동 개발
- 한국과 프랑스는 2016년 ‘제3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에서 저속정체구간
자율주행기술(Traffic Jam Assistance) 공동 개발 계획을 발표
- 한국은 르노삼성, LG전자, 한양대학교,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참여, 프랑스는
르노,

발레오,

국립정보통신대학교(ENST)가

참여하며,

향후

3년간

양국

정부가 각각 연 5억 원씩 총 30억 원을 지원해, 르노차에 탑재 가능한
자율주행시스템을 공동 개발
- 2018년 8월 국토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국내 고속
도로에서 시험 주행에 돌입하는 등 자율주행기술 상용화에 박차

<사례2> 한국 ‘네이버’, 프랑스 통한 유럽 시장 진출 본격화
- 네이버의 기술연구 자회사인 ‘네이버랩스’는 2017년 6월 프랑스 그르노블에
위치한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XRCE)’를 인수하고 80명의 연구원을 흡수
-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자연어처리 등 제록스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력을
활용하여, 네이버랩스가 연구 중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접목할 계획
- 또한 네이버는 프랑스 자회사 ‘네이버 프랑스 SAS’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2,589억 원을 투자했으며, 스테이션 F에 스타트업 육성 공간을 마련하는 등
프랑스를 교두보 삼아 유럽 IT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출처 : 산업부, 네이버, 네이버랩스 홈페이지 및 각종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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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최근 프랑스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혁과 민간 소비 및 투자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보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프랑스는 경직적인 노동 시장과 높은 구조
적 실업 등 경제 문제를 드러냈으며, 경제성장률이 EU 평균을 하회
●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늘면서 2017년에는
2.3%의 양호한 경제성장률 기록
- 민간 부문 개선으로 정부 수입이 늘면서 재정 적자가 GDP의 2.6%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관광업 등 서비스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완화
2017년 출범한 마크롱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민간 투자 활성화,
재정건전화 등 경제 개혁 추진
●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해고에 대한 개별 기업의 재
량권을 확대하고, 국영철도공사의 종신고용제 폐지와 철도 시장 개방 등
국철 개혁을 단행했으며, 향후 직업훈련제도와 실업보험 개편 예정
● 현행 33%인 법인세를 2022년까지 25%로 인하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 적용과 부유세 폐지 등을 통해 비즈니스 및 투자 여건 개선
● 또한 OECD 최대 수준인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감축, 연금
개혁, 사회보장제도 축소 등 임기 5년 간 600억 유로의 공공지출을 축
소할 계획
● 그러나 잇따른 경제 개혁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마크롱 정부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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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교역은 2017년 이후 수출이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양국
간 투자도 금융·보험업 등 서비스 부문에서 꾸준히 이루어짐
● 프랑스는 EU 국가 중에서 한국의 6위 수출대상국이자 4위 수입대상국으
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적자폭 감소
● 금융·보험, 유통 등 서비스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연구개발·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對프랑스 투자 증가
프랑스의 경기 개선과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은 한-프랑스 경제
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프리미엄 소비재·스타트업·ICT 등
분야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보임
● (프리미엄 소비재) 프랑스 소비자들은 소득 수준이 높고 노령화에 따라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현지 기업과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프랑스 시장을 겨냥하는 동시에 품질경쟁력 제고와 해외 판로 확대
의 계기로 삼아야 함
● (스타트업) 정부의 육성 정책에 힘입어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
화되고 있고, 해외 기업에게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한국 스타트
업과 인재의 진출이 유망하며, 우리 정부 및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해외
진출 지원 사업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ICT) 조세 개편과 투자 혜택 확대로 글로벌 IT기업들의 투자가 이어
지고 있으며, 공공부문 디지털화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기술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
기업 친화적 정책, 스타트업 중심의 혁신 성장, ICT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저성장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프랑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프랑스는 민간의 소비·투자 심리 개선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
하고, 해외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과 규제 완화가 첨단기술 분야
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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