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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전체 산업 동향

그리스 경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관광, 해운업 

등의 3차 산업 중심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산업별 GDP 구성비는 

2009년 기준으로 1차 산업 5%, 2차 산업 15%, 3차 산업 80% 등으로 

3차 산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리스는 개방 경제 국가이나 정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

난 사회당 정권하에서 다수 설립된 국영기업의 민영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나, 노조나 야당의 격렬한 반발로 진행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피레

우스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 민영화 작업도 수년간 지연된 끝에 2009.3월

에야 중국 항만운영 전문그룹인 Cosco사로 넘어간 바 있다. 

그리스는 비교적 부존자원이 빈약한 국가이다. 산악지역이 국토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의 30% 정도만이 경작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약 40%가 양이나 염소 등의 방목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국토의 22%가 삼림지역이라고 발표되고 있으나, 2007년의 대화재로 인

하여 17%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광물자원으로는 보오크 사

이트, 대리석, 철광석, 벤토나이트, 갈탄 등이 있다. 갈탄의 경우, 유럽에

서 독일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다. 원유는 북부 에게해 해저에서 소량 

생산되고 있다. 

발칸반도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는 그리스는 북부의 산악지형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과의 교통망이 그다지 발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지리

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EU 역내지원프로그램 자금의 1/4 

정도를 도로 등과 같은 기간망 건설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아테네 남

부의 피레우스 항구와 북부 제2의 도시인 데살로니키 항구는 주요 해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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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운송 거점기지의 하나이다.

그리스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에너지 소비량의 약 80%를 원유나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반면, 4개의 정유공장이 

있어 역으로 국내소비 여유분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휘발유나 벙커

유 및 등유 등은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나, 난방용 디젤이나 윤활유는 

수입분이 더 많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기름을 수입하는 대신에 풍부한 

갈탄을 연료로 많이 사용해 왔으나, 대기오염 문제로 러시아 등으로부

터의 천연가스 수입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그리스는 산업 전반의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

기 때문에 매년 대규모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무역수지 적

자(2005년 180억 달러, 2006년 300억 달러, 2007년 569억 달러, 2008

년 620억 달러, 2009년 397억 달러)는 관광 수입, 선박 운송과 같은 기

타 서비스 수입 등 무역외수지 흑자와 EU 보조금 및 해외 현금 유입 등

으로 보전하고 있다. 

GDP의 약 17%에 달하는 주력 산업인 관광업의 경우, 관광객 유치 확

대를 위한 업계 및 국가 차원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 불어 

닥친 세계경제 위기 여파로 관광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다.

한국과의 수출입 동향 및 주요 교역품목

2010.8월 말 한국의 對그리스 수출은 2009년도 동기간 대비 62.9% 감

소한 8억 874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큰 폭의 수출 감소세는 그리

스 내수 경기 침체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對그리스 주력 수출품인 선박 

수출이 2009년도 대비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9년 기준 선박 수

출은 2008년 대비 228.1% 급증) 승용차의 경우 2009년도 동기간 대비 

91.8%의 큰 증가율을 보여 3,234만 달러를 수출한 반면, 승용차를 제

외한 주요 품목의 수출증가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품목별

로는 선박(-67%), 무선전화기(-39.8%), 공기조절기(-55.8%), 자동차부

품(-45.4%), 타이어(-10.2%) 등을 기록했다.

2010.8월 말 그리스로부터의 총 수입액은 6,770만 달러로, 2009년도 동

기간 대비 70.4%의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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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45.3% 비중)와 연초류(12.3% 비중)가 단연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천

연섬유연료, 어육 등이 수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그리스 수출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4 1,772,745 0.4 109,467 4.8 1,663,278

2005 1,792,882 1.1 92,757 ▽15.3 1,700,125

2006 2,768,233 54.4 83,429 ▽10.1 2,684,804

2007 1,660,923 ▽40.0 60,122 ▽27.9 1,600,801

2008 1,413,219 ▽14.9 130,490 117.0 1,282,729

2009 3,203,482 126 56,076 ▽57.0 3,147,406

2010 887,409 ▽62.9 67,704.1 70.4 819,705

※ 출처 : KOTIS   
* 주1 : 2010.8월 말 기준   
* 주2 : 2010년 동기간 대비

한국의 對그리스 수출 주종품목은 전체 수출액 가운데 81%를 차지하

고 있는 선박이다. 시기별 수주규모의 차이와 건조기간이 장기인 품목 

특성에 따라 월별 통계수치의 증감이 심한 편이나, 대체적으로 총 수출

액 가운데 8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스 선박 수출 

(단위 : 백만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58 1,158 2,313 1,031 871 2,859 718.2

※ 출처 : KOTIS   
* 주1 : 2010.8월 말 기준

선박의 경우에는 비록 그리스 선주가 발주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도시점

에서 어느 나라에 국적을 두느냐에 따라 즉, 편의치적 제도의 관행에 비

추어 볼 때 대 그리스 수출 통계만으로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 

2010.8월 선박에 이어 승용차가 전년 동기 대비 91.8%의 수출증가율 

급증세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무선전화기의 경우 2009년까지 2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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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품목이었지만 2010.8월 전년 동기대비 39.8%의 감소로 3위를 기

록하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지속적으로 큰 폭의 수

출 감소세를 보였으나 그리스 경제위기 여파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가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강점으로 시장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한편, 그리스 사람들에게 한국산 휴대전화 인기가 매우 높

은 편인데, 삼성전자 그리스 법인과 LG전자 현지 판매법인은 휴대전화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져 향후 지

지속적인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백만달러, %)

연번 품목명(MTI)
2009 2010(1월~0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선박(7461) 2,859 228.1 718 -67

2 승용차(7411) 34 -69.3 32 91.8

3 무선전화기(8121) 90 -6.6 32 -39.8

5 합성수지(2140) 16 -39.8 12 17.8

4 공기조절기(7131) 17 -33.1 7 -55.8

6 축전지(8352) 12 -13.9 6 -8.3

7 냉장고(8230) 7 -31.1 4 -7.4

8 자동차부품(7420) 11 -12.3 4 -45.4

9 타이어(3203) 7 -57.4 4 -10.2

총계 3,053 - 819 -

※ 출처 : KOTIS

對그리스 수입동향 

그리스로부터의 수입은 2010.4월 2,78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3%

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은 나프타와 연초류이다.

(단위 : 천만달러)

품목명
2009 2010(1월~0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나프타 8,989 - 30,649 241

연초류 19,462 -18.6 8,303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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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2009 2010(1월~0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알루미늄및스크랩 683 -67.4 5,522 2,685.2

고지 1,117 -49.3 3,799 1,311.2

기타모피 1,084 -1.9 3,324 412.4

동괴및스크랩 485 -39.3 2,917 1,266.2

천연섬유원료 414 -90.3 1,600 286.3

기타종이제품 60 3,883.7 988 6,795.7

어육 2,357 -14 939 -36.8

총계 34,651 - 58,041 -

※ 출처 : KOTIS

 투자환경

투자 매력도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유럽, 중동, 북부 아프리카의 3각 교차지점에 위치

한 지리적 이점이 있고, 영어 구사 인력이 비교적 풍부하며, EU국가 중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로 우수 인력 확보가 용이한 이점이 있다.

반면에 현지 여건상 관료주의, 산업 저변 취약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대규

모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다. 아울러 도로, 금융, 행정 서비스 등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노조의 도전적 성향으로 노동생산성

이 EU국가 중 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다국적 기업들은 주로 M&A 방식을 통하여 그리스의 통신, IT, 

식음료, 담배 및 소매 분야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cash 

grant 및 tax break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green field 형 직접투자는 그리 활발하지 못한데, 관료 행정의 

비효율성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불만 해소

를 위하여 1996년에 투자청(ELKE; Invest in Greece Agency로 개칭)

을 설립 운영 중에 있으나,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행정 비효율성으

로 인하여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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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투자업체와 경쟁분야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인허

가권을 쥐고 있는 관료들과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견제 내지 방해를 하

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세계 183개국을 비교 분석하

여 세계은행이 발간한 ‘Doing Business 2010 Greece’ 를 근거로, 그리

스의 비즈니스 환경은 2009 보고서에서 96위를 차지한 데에 이어 2010년  

보고서에서는 109위로 14단계 하락했다. 

 Doing Business 2010 Greece

구분 2010년도 순위

Ease of Doing Business 109

Starting a Business 140

Dealing with Licenses 50

Employing Workers 147

Registering Property 107

Getting Credit 87

Protecting Investors 154

Paying Taxes 76

Trading Across Borders 80

Enforcing Contracts 89

Closing a Business 43

※ 출처 : 세계은행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그리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법을 제정하

는 등 제도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도 이후 물가, 임

금 연동제를 폐지하고 임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였으

며,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등의 조치에 힘입어 투자환경은 개선 추세에 

있기는 하나 외국인 투자는 절대금액 면에서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

러 있다.

기존의 투자유치 촉진법(Law3299/2004)을 보완하여 2006년에 제정된 

LAW 3522에 따르면 1차, 2차, 3차 산업 등 산업별 분류에 따른 상행

위를 2가지로 세분화하여 상행위 별로 외국인 투자시 세제감면 등의 인

센티브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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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리스 주요지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저개발지역에 대한 투자시 인센

티브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리스 투자청에 의하면 이들 3개 권역 

구분을 일부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Law3299, Law3522에 의한 외국인 투자시 그리스 정부에서 지원하는 

투자 촉진 보조금은 지역별 개발 정도 및 신규 고용창출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개발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지역 외에는 신규고

용 창출을 조건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투자 진출시 유의사항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주요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작업 및 EMU 

(Europe’s Economic and Monetary Union) 가입을 전후한 그리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플레 및 이자율 하락, 주식시장 활성화 등 

외국인 투자 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투자시 문제

점이 적지 않아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지 투자시 주요 문제점인 산업의 미발달로 인해 원자재 조달이 힘든 

실정이다. 광산자원인 대리석, 알루미늄 등의 광산물을 제외하고는 원자

재 조달을 해외에서 반입해야 하지만 원거리로 인하여 저부가가치 품목

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對그리스 투자진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설립 관련 인허가 기관의 비

효율이라 하겠다. 투자청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원스

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관련 지자체 등의 행정 비효율이나 부

패 등으로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는 노무 관리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각종 법규정이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어 종업원 해고, 휴가 제공, 각종 법정 상여금 지급 등 예

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다. 인건비도 높아 그리스 기업조차도 

인건비가 낮은 인근 발칸국가로 공장을 옮기는 사례가 많다.

또한 공무원까지도 파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 발생시 파업이 빈

발한다는 문제가 있다. 공공기업 민영화 등 개혁정책에 저항하는 개인이

나 단체들로 인해 항만이나 운송업자들의 파업도 수시로 발생, 물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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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정부 조달시장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서 EU 역내 정부조달 지침에 따라 관련 정부

조달 규정을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 주무부처인 개발·경쟁

부에서 연간 통합 정부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각 부처 및 지자

체에서 해당분야의 정부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스에서의 정부조달은 정부기관의 관료주의, 빈번한 입찰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해 입찰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EU 보조금으로 시행되

는 정부조달 사업의 경우, 입찰 기술적 사양이 EU 회원국 기업 기준으

로 작성되다 보니 비EU회원국 기업의 경우 동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입찰 공고시 EU 기관에서 발급한 CE 인증을 획득한 제

품, EU 내 국가에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제품 등 EU 국가 기업에 유

리한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스 정부 발주 국제입찰의 

경우 그리스 국내 협력업체와 제휴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낙찰이 어렵

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 내 사무소 설치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그리스 현지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2009.9월 아테네 지하철 공사에서 발주한  ‘제3기 아테네 지하철 전동

차 사업’  에서 우리 현대로템 및 한화 컨소시엄은 그리스와 지역 연고가 

강한 스페인 CAF사, 이태리 ANSALDO사를 물리치고 동 사업(전동차 

3대 17편승, 1억 52백만 유로)을 수주함으로써 지난 2004년 제2기 사업

에 이어 연속 수주에 성공하였다.

 조세제도

그리스의 조세 체계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외국에

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의무는 없으나 외국인이라도 자국의 자원

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의무가 부여된다. 그리스 정부는 

2008년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세수 확보에 돌입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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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무원들의 관료주의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정

부는 세무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TAXnet를 도입하여 상인과 자영업자

에게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가세 환급 등을 처리하고 있다. 그리스의 개

인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0~40%까지 세율이 부과되며, 법인세는 

법인성격에 따라 20~25%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 소득세

소득구간
(EURO)

세율(%)
세금 총액

소 득 소득세

2007 2008 2009 2007년 2008년 2009년

0-12,000 0 0 0 12,000 0 0 0

12,001-30,000 29% 27% 25% 30,000 5,220 4,860 4,500

30,001-75,000 39% 37% 35% 75,000 22,770 21,510 20,250

75,000 초과 40% 40% 40%

※ 출처 : 그리스 투자청

2010.4.23일 개정법(현행법, 법률3842/2010)

소득구간(EURO) 세율(%) 영수증 증빙 한도 소득 소득세(EURO)

0-6,000 0% 0% 6,000 0

6,001-12,000 0% 10% 12,000 0

12,001-16,000 18% 30% 16,000 720

16,001-22,000 24% 30% 22,000 2,160

22,001-26,000 26% 30% 26,000 3,200

26,001-32,000 32% 30% 32,000 5,120

32,001-40,000 36% 30% 40,000 8,000

40,001-60,000 38% 30% 60,000 15,600

60,000-100,000 40% 30% 100,000 31,600

※ 출처 : 그리스 재무부

2010.4월 개정된 법률 3842에 의하면, 회계연도 2010년도부터 소득구

간이 넓어졌고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영수증 증빙한도를 설정하여 

이 한도액만큼의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12,000유로의 면세혜택이 적용

되고 그 이상의 영수증액을 제출할 경우 그 초과액의 10% 세금 할인이 

적용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 면세 혜택이 없고 세금도 10% 추가 

부과된다. 2010.6월 개정 법안은 10만 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해 45% 세

율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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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Tax Rates for Legal Entities

Type of Legal Entity 2006 2007 2008 2008

O.E., E.E., Civil Law Communities 24% 22% 20% 20%

Joint Ventures, Civil companies, 
Participation and Nominee Companies

32% 29% 25% 25%

Legal Services Companies of L.518/89, Notorial Companies 
of L.284/93

25% 25% 25% 25%

Societe Anonymes, Foreign & domestic Legal Entities witha 
non profitable status

32% 29% 25% 25%

※ 출처 : 그리스 투자청

일반 제품의 부가가치세는 2010.6월부터 23%로, 서적, 식사 요금은 

11%, 관광 상품 등에는 9%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법률 2992/ 

2002 15조에 의거, 그리스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역외회사들

에게 세무신고를 의무화하였고 법률 3091/2002 제15~18조에 의거 역

외회사 부동산에 대한 특별 세금이 부과된다. 

 노사관계

그리스에서는 약 35% 정도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가장 노조결성이 높은 분야는 공공기관과 은행권이

다. 소매점과 관광업 분야의 노조결성은 일부 제한되어 있으며, 노조는 

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설립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통지 후 지

방법원에 등록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된다. 

노조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 3권이 완벽하게 보장된 반

면, 독일에서와 같은 노조의 경영참가권은 없다. 파업권은 조합원 전체

투표에 의해서 가결된 경우 합법적으로 인정되며 파업기간 중 사업주는 

직장을 폐쇄할 수 없고 신규 인력채용이 금지된다. 단, 공공서비스와 직

결되는 국가 기간산업은 파업 중이라 할지라도 필수요원은 근무를 해야 

하며 파업기간 중 사업주는 임금 지불 의무가 면제된다. 

그리스 노조(전노조, 공무원 노조)는 단순히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만 활동하지 않으며 노조 간부가 정당의 간부를 겸하고 

있는 등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다. 노동법에는 노동조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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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단체만이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체협상의 형태에 따라 최상급 단체인 그리스노총 및 각 단위노조와 

사용자단체 간에 단체교섭을 체결하게 된다. 전국 차원의 교섭은 그리

스노동조합총연맹(GSEE: Greek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

과 사용자 단체(SEB: the Federation of Greek Industries)만이 참

여하며, 매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조합원·비조합원 여부를 떠나 전국 

모든 업종과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수준이 결정된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 차원의 부문별, 업종별 단체협약이 있어 업종 또는 

산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지역별 단체협약은 부문별 전국 단체협약

에 포함되지 못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이들 전국 또는 지역별 단

체협약에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별 단체협약이 

체결되는데, 이 경우에는  ‘대표’ 노동조합만이 사용자단체나 개별 사용

자와 교섭한다. 

그리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5일 기준으로 40시간을 근무하

도록 되어있다. 일요일을 포함해 독립기념일인 3.25일, 부활절의 금·월요

일, 성모승천기념일인 8.15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인 12.25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40시간이며, 추가업무는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

주일에 48시간까지 근무가 길어지면 시간당 수당의 25%를 의무 지급

하여야 한다. 공휴일 및 국경일 기간 중 초과 근무 시 주간에는 75%, 

야간에는 10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부활절 기간의 초과근무 수당

은 전년 12월부터 부활절까지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50%를 지

급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휴가수당 50%, 크리스마스 수당 100% 등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간 월 급여의 200%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의무

화 되어 있으며 부활절(4월) 50%, 하계(보통 7월에 지급) 휴가비 50%, 

크리스마스 100% 등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사회보장세로 월급의 

44.0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16.0%, 

고용주가 28.06%(통상 고용주세라 함)를 각각 부담한다. 그리스 사회

보장은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사망시 적용되는 종합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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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허가

2006.1.1일부터 신이민법에 따라 체류허가와 노동허가 신청 및 발급이 

하나로 통합 처리되도록 하고 있고, 그 후 열 번의 개정을 거쳐, 최초  

1년 유효기간의 체류허가를 받은 다음부터는 매 2년마다 갱신되고, 입

국 후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5년의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하

며, 10년의 합법적 체류 경력을 가진 자에 한에 10년 장기체류 허가 신

청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그러나 그리스 행정시스템의 낙후,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불법체류

자 급증에 따른 행정부담 과중으로 인해 체류·노동 허가에 있어서 외

국인 거주분포지역에 따라 규정보다 허가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체류허가 연장불만을 감안, 그리스 정부는 투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외국법인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는 동 체류허가 권한을 

경제부에서 담당토록 하고, 체류허가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의무

적으로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동법에 근거한 우리 지상사 주재원들의 

체류 허가문제는 크게 완화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