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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동대응 노력이 강화되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함
으로써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더 많이 활용
하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중동 산유국은 석유산업의 다각화가 에너지전환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국가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우디아라비아
와 UAE를 중심으로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주요 계획, 전략, 추진 동향 등을 살
펴보고 대외협력관계 분석에 기초한 협력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한-중동 석유산
업 다각화 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중동 산유국의 핵심 성장동력
인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고, 향후 보다 심층적인 한중동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중동에 진출하여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에서는 세계 석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
른 석유산업 다각화 추세와 주요국별 다각화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계 석유
산업 다각화를 추동한 요인으로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와 국제사회의 탄소중
립 경제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석유산업 다각화는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 국
제유가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저렴한 원료 공급이 가능해지자 정유 및 석유화학
등 하류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더불어 석유산업 전반에
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천연가스 생산 비중이 증가
하고 수소 및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석유산업 운영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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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요국별 다각화
특징을 살펴보면, 석유화학 부문에서 미국은 셰일가스를 활용한 에틸렌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석유화학 부문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설비를 증설
하고 석유화학 원료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수소와 탄소저감
부문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노르웨이, 독일 등의 유럽 국가에서 수
소 활용 및 그린수소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경우, 미
국과 노르웨이 등지의 다국적 석유기업이 유전 탐사 및 개발, 수송 및 저장 등의
부문에서 디지털 오일필드 기술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3장에서는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주요 사례, 부문별 강점
및 위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핵심 산업인 석유 부문
이 지나치게 원유 생산에 치우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향후 탄소중립 시대에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석유화학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외국기업과의 합작기업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를 통해 기초유분
및 범용제품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UAE는 천연가스 원료와 제품 생산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플라스틱과 비료 등 생산 제품의 다양화를 추진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전 세계 수소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블루
및 그린수소 생산능력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아람코를
통해 블루수소 수출을 추진하면서 그린수소의 생산 가능 시점도 앞당겨 수소 시
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UAE는 아직은 블루수소의 생산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
으나 그린수소에도 높은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원전을 활용한 핑크수소 생산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석유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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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을 위해 석유 부문 디지털 서비스 또는 솔루션 도입과 활용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수소 생산, 디지털 전환, 탄소포집 등에서
전반적인 기술력이 부족하여 경쟁력 확보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외국 기업과의 협
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4장에서는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대외협력 방향을 검토하
고 석유화학, 수소, 탄소포집, 디지털 기술 등 부문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
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석유의 안정적인 수출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해외 주요 수출거점 국가에서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석유화
학 또는 정유 프로젝트를 늘려나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산 원유의 안
정적 판로 확보 측면에서 해외 주요 정유사와 석유화학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
나 합작투자를 확대해왔는데, 한국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합작투자회사 설립
도 추진한 바 있다. UAE는 석유화학 부문에서 해외 유망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
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자국 유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모두 풍부한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수소 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양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수소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소 수출
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추진 중인데, 특히 양국의 주요 원유 수출국인 한국, 일본
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도입에서는 미국 및 유럽 기업과의 협력
이 두드러졌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생산 최적화, 통합 공급망 관리, 자산
모니터링 및 예측 분석, 안전 및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솔루션을 주로 미국 및
유럽 기업을 통해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은 글로벌 기업
과의 현지 합작투자기업 설립 및 공동 R&D 등을 확대하여 자국 산업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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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고용 창출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중동 산유국 간의 석유산업 다각화 협력 확대를 위한 방
안을 제시하였다. 중동 산유국과 한국은 석유산업이 처한 환경이 서로 다르고,
각국 석유기업의 사업 및 수익구조도 상이하지만 세계 석유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생존 방식의 압력과 경쟁 아래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한-중동 에너지협력
은 향후 새로운 글로벌 에너지 환경에서 공동으로 에너지 안보를 제고할 수 있는
신에너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즉 신에너지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에
너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
운 한-중동 경제협력관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저탄소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탄소중립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때 필요한 수소는 국내에서 모
두 생산되지 않는 한 수소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동 산유국에서 도입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동 산유국의 유전을 활용한 탄소저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중동 산유국의 인프라 구축 노하우와 기술
을 활용하여 현지에 수소 생산 및 탄소 저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수
소의 안정적 도입과 탄소저장소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한-중동 탄소중립 펀드(가칭)’을 조성하
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에너지전환시대에는 에너지 전기화가 확대되고,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
이 높아지면서 에너지신산업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신산업은 우리나
라와 중동 산유국 간에 중요한 산업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중동 산유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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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효율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중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국
내 기업의 전력 부문 에너지신산업 진출은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부문별 계획
과 마스터플랜 수립 등 컨설팅 사업 추진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후 중소도시
를 선정하여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공동 R&D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지능형 원격검침설비(AMI),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된 에너지저장
시스템(ESS) 등의 수출 또는 현지 생산도 검토할 수 있다. 마스터플랜 수립에서
실증시범사업, 그리고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에 이르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양국간 신뢰관계를 토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적
극적인 진출 전략 이외에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 간 합작기업 설립 및 기술 전수 등의 과정을 통해 협
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에너지전환시대에는 수소 생산, 탄소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등에 사용
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공동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경제성 있는 탄소저
감 기술이다. 원유 및 납사의 대체원료 개발이나 신재생에너지 저장기술, 수소
생산기술, CCUS 기술, 디지털 기술 등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많은 기
술이 있다. 한국과 중동 산유국은 먼저 기술 개발 및 R&D 투자를 위한 공동연구
협정(JSA: Joint Study Agreement)을 체결하고, 공동기술개발센터 등 상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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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수요를 파악하면서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할 필
요가 있다. 2단계는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기술적 성과를 확
인해야 한다. 3단계는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해
야 한다. 앞서 1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3단계에서는 민
간기업간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3단
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2단계에서 신뢰관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신기술 개발
로 새로운 사업이 가능하다면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 간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부품 및 원료 공급망과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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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WHO)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그 이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는 글로벌 변화 중의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동대응
노력이 한층 더 가속화되었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목표는 이제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 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고, 팬데믹으로 위축된 세계경제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것으로, 화
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더 많이 활용하는 에
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을 전제로 한다. 석유는 대표적인 화석연료로
서 그동안 전력 생산, 수송, 산업 등에 활용되면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
지만, 이제는 탄소 배출의 주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수소를 이용한 산
업 공법이나 전기차 등 새로운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생산ㆍ수출하는 산유국은 석유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
다.1) 특히 석유산업 의존도가 매우 큰 중동 산유국은 ‘석유산업의 다각화’가
에너지전환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국가 과제가 되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위기(oil crisis)를 거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산업은 사우디아라
비아, UAE 등 중동 산유국의 핵심 성장동력이 되었다. 석유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졌고, 재정 수입의 원유 수출 의존도도 크게 상승하
였다. 그러나 이제 원유 수출만으로는 중동 산유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
려워졌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 석유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1) 석유산업(petroleum industry)은 유전 탐사, 개발, 생산(원유 채굴), 수송, 저장, 정제(석유제품 생산), 판
매 등에 관련된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석유화학산업(Petrochemical industry)은 석유제품(Naphtha)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합성수지, 합성섬유 원료, 합성고무 및 각종 기초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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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국제유가도 하락하면서 세계 석유산업이 위기를 맞게 되고 중동 산
유국의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IEA(2021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이르게 될 경우 더 이상 신규 유전이나 가
스전에 대한 투자가 불필요하며, 유가는 2030년경 배럴당 35달러, 2050년
에는 배럴당 25달러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2) 또한 총에너지공급에
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11.8%에서 66.7%로 커지는 반
면, 석유 비중은 2020년 29.5%에서 2050년 7.7%로 급격히 떨어진다. 글로
벌 석유기업인 BP의 시나리오에서도 유사한 전망치를 확인할 수 있다(표
1-1 참고).

표 1-1. 세계 총에너지공급 전망 시나리오
(단위: %)

IEA
2020

2030

BP
2040

2050

2050

석유

29.5

25.0

14.8

7.7

6.8

천연가스

23.3

23.6

14.0

11.0

13.0
1.9

석탄

26.2

13.2

6.0

3.1

재생에너지

11.8

30.5

55.1

66.7

바이오매스

4.3

0.0

0.0

0.0

68.9

원자력 발전

4.9

7.5

10.1

11.2

9.1

소계

100.0

99.8

100.0

99.7

99.7

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전망된 수치이며, 반올림으로 비중 소계가 100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자료: IEA(2021a), p. 195; BP(2020), p. 147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더욱이 중동 산유국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로 인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
로 관리하는 데 곤란을 겪게 되었다. 특히 2010년대 중반의 유가 급락은 경
상수지 및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졌고, 이는 복지 수준 하락 및 각종 보조금 축
소로 이어져 사회 불안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는 이른바 셰일 혁명을 통해 미
2) IEA(2021a),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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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석유 생산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글로벌 원유 수
요가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3) 이후 유가 상승 국면이 조성되기도 하였
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세계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전 세계 산유국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가 변동성은 더욱 확대되었
다(그림 1-1 참고).

그림 1-1. 국제유가 변동성 추이
(단위: %)

주: 1) 월별 평균유가(두바이유)의 증감률 절대값을 이용하여 연도별 평균을 계산하였음(2021년은 6월까지의 평균임).
2) 점선은 5년 이동평균선임.
자료: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Monthly Pric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2).

중동 산유국은 이러한 위험 요인을 기회로 바꾸고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
환을 앞당기기 위해 석유산업, 더 나아가 에너지산업의 구조 변화를 촉진시키
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4) 제2장과 제3장에서 상술하겠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단순한 원유 채굴 및 수출에 의존하
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석유화학산업을 고도화한
3) 2010년대 중반 국제유가가 하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권형 외(2016), pp. 34~46 참고.
4) 저유가 시기 중동산유국의 주요 산업정책 변화는 이권형 외(2020), pp. 61~9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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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석유 탐사ㆍ개발ㆍ생산 및 정제 공정, 그리고 석유화학 부문에서 발
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적용
한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수송용 및 산업용 수소 수
요에 대비하여 수소 대량생산 및 수출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유전 탐사 및 개
발, 생산 관리 및 운영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원유 부존자원은 없지만, 1960년대부터 원유를 도입하여
정유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화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한
국의 석유기업은 정제 능력이 세계 5위에 이를 정도로 발전하였고, 해외 유전
탐사 및 채굴에도 참여하면서 석유산업의 전 공정에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
왔다. 또한 국내 업계는 디지털 오일필드에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이나 석유
화학에서의 저탄소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향후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국내에서의 수소 수요는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고, 국내 생
산량으로만 충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안정적인 수소 공급 문제가 크게 부상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 중동 산유국은 석유산업 다각화에 공통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디지털ㆍ저탄소 기술 개발, 석유화학 플랜트 건
설, 수소 생산 및 수송 시스템 구축 등 국내 기업과 중동 기업이 함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동 산유국 석유산업의 경쟁력
과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한-중동 간 다각화 협력 수요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석유 도입 및 인프라 건설에 한정되었던 한중동의 경제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기술력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중동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석
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주요 계획, 전략, 추진 동향 등을 살펴보고, 대외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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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분석에 기초한 협력 수요를 파악하여 한-중동 석유산업 다각화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중동 산유국의 핵심 성장동력인 석유
산업에 기반한 미래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고, 향후 보다 심층적인 한-중동 경
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중
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체계적인 진출 전략
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본 연구는 앞에서 설명한 연구 목적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석유
산업 다각화 전략과 추진 동향, 대외협력 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석유산업의 다각화 추세와 주요국의 석유산
업 다각화 동향 및 특징을 분석한다. 둘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석유산
업 다각화 전략과 경쟁력 우위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석유산업 다각화 추진
을 위한 대외협력 방향과 사례를 분석하여 협력 수요를 파악한다. 넷째, 석유
산업 다각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한다.
석유산업 다각화는 통상적으로 석유산업으로 분류되는 유전탐사ㆍ개발 및
채굴, 정제에 이르는 밸류 체인에서 더 나아가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 활용하
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산업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
에서는 다각화 범주에 천연가스 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면서 천연가스 생산
비중을 늘리고,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등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포
함하기로 한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저탄소ㆍ디
지털 기술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해서도 다각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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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한ㆍ중동 경제협력 현황(2020년)
(단위: 백만 달러)

국가

교역액
수출

수입

소계

원유

가스

해외건설

수입액

수입액

수주액

투자액

레바논

79

20

99

0

0

0

0

리비아

338

20

358

0

0

0

3

모로코

271

172

443

0

0

2

14

바레인

382

419

801

0

0

56

2

사우디아라비아

3,302

15,980

19,282

14,395

0

2,413

69

시리아

52

0

52

0

0

0

0

알제리

254

904

1,158

422

0

2,474

1

예멘

157

40

197

0

0

0

0

오만

613

2,177

2,790

200

1,779

22

1

요르단

470

84

554

0

0

1

27

이라크

935

4,268

5,203

3,420

0

4,471

0

이란

186

9

195

0

0

0

0

이스라엘

1,425

1,078

2,503

0

0

324

7

이집트

1,215

346

1,561

0

31

77

20

카타르

339

7,562

7,901

2,556

4,131

1,720

0

쿠웨이트

660

5,828

6,488

5,435

0

61

1

튀니지

115

87

202

0

0

0

0

팔레스타인

40

1

41

0

0

0

0

3,654

UAE
합계(A)
GCC 소계(B)
한국 전체(C)
중동 비중
(A/C)(%)
중동 내 GCC
비중(B/A)(%)

5,693

9,347

3,713

57

1,987

672

14,487 44,688

59,175

30,141

5,998

13,608

817

8,950

46,609

26,299

5,967

6,259

745

512,498 467,633 980,131

44,427

15,716

35,129

54,908

37,659

2.8

9.6

6.0

67.8

38.2

38.7

1.5

61.8

84.3

78.8

87.3

99.5

46.0

91.2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
자통계(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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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대상 국가는 부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이
다. 그 이유는 이 국가들이 [표 1-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관계
가 가장 밀접할 뿐만 아니라, 제3장과 제4장에서 후술하겠지만 서로 경쟁적
으로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동 산유국의 다각화 노력을 뚜렷
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는 원유 및 가스 생산과 원유 정제 부문을 포함한 석유산업의 비중이 점차 감
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석유산업
다각화의 성과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성장이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
언이 아니다.

표 1-3.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구조 추이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농림어업

2.4

2.3

2.3

2.4

2.3

2.3

2.4

석유 및 가스 부문

39.4

39.6

40.1

38.9

39.4

37.8

37.0

기타 광물자원

0.4

0.4

0.4

0.4

0.4

0.4

0.4

제조업

11.5

11.7

11.9

12.1

12.1

11.9

11.4

3.0

3.3

3.7

3.8

3.6

3.5

3.1

서비스업

46.3

46

45.3

46.2

45.8

47.6

48.8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원유 정제

주: 2010년 불변가격 기준임.
자료: General Authority for Statistics Data(검색일: 2021. 10. 4).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와의 교역관계를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시장에 대비하여 좀더 살펴보면, [그림 1-2]에 나타
나 있는 바와 같이 두 나라의 수출 비중은 각각 40%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
즉 두 나라의 비중을 합치면 80% 내외에 이른다. 수입의 경우에는 원유 도입
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에 석유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사우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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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는 국별 수입 비중이 40% 내외에 이르지만, UAE는 2010년대부터 국내
원유 도입 비중이 줄어 국별 수입 비중도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카
타르로부터 천연가스 도입이 늘어나면서 카타르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3 참고).

그림 1-2. GCC 시장 대비 한국의 국별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21. 6. 2).

그림 1-3. GCC 시장 대비 한국의 국별
수입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21. 6. 2).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으로서 먼저 기존 문헌 및 온라인 자료를 검토하였
다.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정책이나 추진 동향, 대외협력 사례 등은
정부 문건, 부처별 홈페이지, 석유기업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하여 단편적으
로 알려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체계적인 분석 문헌을 찾기는 어려웠다. 또
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저감기술, 디지털 기술 등의
개발도 비교적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동향
자료 또는 산업ㆍ기술 리포트 등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동지역의
경제, 산업, 기업, 프로젝트 등의 정보 제공 및 분석 전문기관인 MEED의
MEED(2021a, 2021b)는 중동 국가들의 석유산업 다각화 및 에너지 전환 동
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중동지역에 속하지 않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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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주요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양의석(2019)을 검토하였다. 글로벌 산업분
석 전문기관인 피치솔루션즈(Fitch Solutions)의 석유산업 및 석유화학산업
관련 리포트들은 각국의 산업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에너지 전
환 및 탄소중립에 따른 석유산업 및 기업의 변화는 IEA(2021a), 삼정KPMG
(2021), 김태헌(2019) 등을 참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
립 정책은 정부 문건, 부처별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이와 함
께 통계 분석은 IEA, EIA, BP, OPEC,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제
공하는 1차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국내외 석유산업 동향 및 국내 석유기업의 전략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어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에너지
경제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에너지 관련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관련 기
업 및 기관 소속의 정책 담당자, 산업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는 현지 방문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과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고려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현지 방문이 어려워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서면 의견을 받아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5)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내용을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서술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범위와 주요 연구
내용, 연구방법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등을 밝힌다. 제2장에서는 세계 석

5) 전문가 간담회는 대면, 비대면, 서면 등 발표자의 사정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본 연구에
참고한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는 참고문헌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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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업 다각화 추세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향으로
설명하고, 부문별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다각화 특징을 비교한다. 제3장
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배
경, 중장기 계획, 추진 전략, 주요 사례 등을 살펴보고, 부문별 강점 및 위험요
인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산업다각화 추진을 위한 대외협력 방향을 검토
하고 석유화학, 수소, 탄소포집, 디지털 기술 등 부문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살
펴본다. 제5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4장까지의 분석 내용 및 시사점을 종합하
여 한-중동 석유산업 다각화 협력 필요성과 주요 협력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다. 본 연구의 목적, 기대효과, 연구 내용 등을 포함한 연구 프레임워크는 [그

그림 1-4. 연구 프레임워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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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4]에 요약되어 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를
석유산업 의존도 축소라는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에너지전환시대에 맞이
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중장기 계획과 부문별 전략이
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둘째,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석유산업 다각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국가별, 부문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석유산업 다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동
산유국의 다양한 국가간ㆍ기업간 협력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정책 담당자들이 한-중동 경제협력관계를 심화시키거나 기업인들이 실질적
인 중동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8 •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제2장
세계 석유산업의 다각화
추세와 주요국별 특징

1. 석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
2. 석유산업의 다각화 추세
3. 주요국별 석유산업 다각화 특징
4. 시사점

1. 석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
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국제유가는 201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유지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크게 하락한 이후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그림 2-1 참고). 특히 중동지역 내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나 수급상 장애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변
동성이 심화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원유 수급 면에서 살펴보
면 수요 측 요인으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최근 코로
나19 확산으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 세계경기 회복 불투명, 공급 측 요인으
로는 미국 중심의 비전통 에너지 생산 둔화와 산유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원

그림 2-1. 국제유가(현물) 변동 추이
(단위: 달러/배럴)

자료: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Data Browser(검색일: 2021. 9. 14);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
https://www.opinet.co.kr/(검색일: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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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수급 불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요 측면을 좀더 살펴보면, 신흥국의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면서 원유
소비량이 감소한 것에 주목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세계 원유 수요 증가
를 주도했던 중국과 인도 등의 신흥국은 2015년을 기점으로 경제성장률이
점차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7.8%이었던 중국의 하루 평균 석유 소
비량 증가율이 약 4.3% 하락하여 2016년 기준 3.5%가 되었고 이후에도 약
3~4%대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하루 평균 석유 소비량 증가율이
2016년 기준 9.6%였으나 2017년에는 4.0%로 급격히 하락하며 전 세계 원유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6)
2020년 상반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
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국가들이 항공편 운항 중단, 봉쇄
조치 등을 실시하면서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그림 2-2
참고). 2020년 3월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은 전월 대비 5.6%, 전년 동월 대비
7.2% 감소한 일일 8,027만 배럴을 기록하였다.7) 이는 국가간 이동 제한 조
치로 인해 2020년 기준 전체 원유 수요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서
의 원유 소비가 급감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특히 항공 승객 수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하면서 제트 연료유 및 등유, 휘발유, 중유 소비량이 각각
일평균 320만 배럴(41%), 300만 배럴(12%), 50만 배럴(8%) 감소하였다.8)
지역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2020년 1분기 원유 수요가 급격히 위
축되면서 2020년 3월 기준 국제유가가 20달러대로 하락하였다. 인도의 경
우 2020년 상반기부터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원유 수요가 크
게 감소하였다.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두 달간의 전면봉쇄 조치로 인해 인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all data, 1965-2020(검색일: 2021. 9. 16).
7)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Data Browser(검색일: 2021. 4. 11).
8) IEA(2020a),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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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연간 에너지 수요는 매주 평균 0.6%씩 감소하였고, 그 결과 봉쇄 조치
이전과 비교하여 총 3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9) 중국이 세계 2위, 인
도가 세계 3위 원유 소비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신흥국들의 원유 소비
급감이 2020년 이후 국제 유가 하락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0)

그림 2-2. 전 세계 원유 소비량 및 생산량 추이
(단위: 백만 배럴/일)

자료: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Data Browser(검색일: 2021. 9. 15).

원유 공급 측면에서는 OPEC+의 원유 감산 합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2020년 이후 유가 변동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4년여간 지속되었던 OPEC+의 감산 합의가 결렬되면서 원유 공급의 불
안정성이 확대된 것이다. 즉 감산 합의 결렬 직후인 2020년 3월에 사우디아
라비아와 러시아가 각각 원유 증산 체제로 들어서면서 WTI 기준 가격이 배
럴당 27.3달러로 34% 하락하였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24% 감소한 33.4달러
를 기록하였다.11)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석유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
9) IEA(2020b), p. 13.
10) IEA(2020a), p. 44.
11) CNN, “Oil crashes by most since 1991 as Saudi Arabia launches price war,”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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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맞물리면서 이례적인 원유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하며 유가 하락을 더욱
심화시켰다. 하지만 미국의 중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다시 원
유 생산량 감축에 합의하면서 증산 경쟁은 일단락되었다. 이후 OPEC+는
2020년 5월부터 두 달 간 하루 1,000만 배럴 규모의 감산을 이행하였다.12)
이러한 대규모 감산으로 인해 OPEC 국가들의 여유생산능력은 2019년 기준
250만 배럴 대비 370만 배럴 증가한 일일 620만 배럴 수준(2020년 기준)으
로 크게 늘었다(그림 2-3 참고). OPEC+는 코로나19 상황과 전 세계 원유 수
요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감산량을 조절하며 감산 체제를 유지하였
고 이는 2021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2021년 7월 증산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면서 유가는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다. OPEC+ 회원국들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일평균 40만 배럴을 증산하고 감산 기한을 2022년
4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UAE가 이견을 보이며 협

그림 2-3. OPEC 여유생산능력
(단위: 백만 배럴/일)

자료: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Data Browser(검색일: 2021. 9. 15).

12) 「OPEC+, 하루 1000만 배럴 감산 합의...시장은 ‘실망’」(2020. 4.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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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결렬되었다. UAE가 자국의 생산 쿼터를 높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
이 계속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021년 7월 초 WTI 가격이 배럴당 77달러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내 OPEC+는 UAE의 생산량을 기존 일일 316만 배럴
에서 350만 배럴로 상향 조정하였으며,주요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러시
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의 쿼터도 늘리면서 유가(WTI)는 다시 배럴당 73.1
달러로 하락하였다.13) 이처럼 원유 생산량을 둘러싼 산유국간의 의견 대립은
유가의 변동 폭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
(Paris Agreement)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있어 여러모로 상
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파리협정은 몇몇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전 세계 195개국이 참여한 합의이다. 전
세계 195개국이 동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국가들이 지구온난화의 책임
이 현 인류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공동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에 동조
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 달리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 수치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각 당사국의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수치는 자국의 개발 및 기술 수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파리협정 내 국가별 목표 수치는 ‘국가자
발적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라 불린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당사국 총회는 이와 같이 목표 수치 설정에는 유연성

13) 「OPEC+, 8월부터 추가 감산 완화 합의…UAE 등 산유량 기준 상향(종합)」(2021. 7. 1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5);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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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한 반면 5년마다 각국의 NDC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재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당사국으로 하여금 NDC의 목표 수치를 5년마
다 수정하도록 규정하였다.
2017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듬해 미국이 파리협
정을 탈퇴하면서 한동안 국제사회의 친환경 정책 강화 노력은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UN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지구의 상승
온도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
해야 한다는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파리협정에 참여한 모든 회원국이 이
에 동의하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었
다.14) 2019년 12월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그
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여 2050년까지 역내 탄소중립을 달
성하기 위한 에너지, 산업, 수송 등 주요 분야의 정책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EU는 2021년 6월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15)을 제정
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였다.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 가운데 핵심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제품이 EU 현지에서 생산되
는 제품보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더 많을 때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EU를 수출 시장으로 삼는 다수의 국가들은 자국의 탄소 배
출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무역과 통상 부문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
로 보인다. 이처럼 EU를 선두로 유럽 국가들이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가운
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파리협약에 즉시 복귀하고 기후정
상회의를 개최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진입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2050 탄소중립,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7).
15)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계획의 일환으로, 온
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는 목표를 골자로 한다. European Union, European Climate Law,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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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등의 주요국도 잇따라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각각 수소
경제 로드맵을 제시하며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에너지믹스가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IEA(2021a)에 따
르면 [그림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에 이르게 될 경우
산업, 건설, 교통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석유와 석탄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와 전기 소비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
근 태양광,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더욱 빨리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및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
(단위: 엑사줄, %)

주: 엑사줄(EJ)은 1018줄(J)을 의미함.
자료: IEA(2021a),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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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산업의 다각화 추세
가. 석유화학 부문 투자 증대
석유산업 내 최근 변화 양상 중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전 세계적으
로 정유 및 석유화학 등 하류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 하류 부문 투자 규모는 2014년 16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이후 5년간
31.3% 증가하며 2019년 21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그림 2-5 참고). 특히 아
시아와 북미 지역 내에서 관련 투자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총 하류 부문 투자 규모 1,200억 달러 가운데 70% 이상
이 아시아와 북미 지역 내에서 추진되었다.16)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전
탐사 및 개발 부문 투자 규모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
다. 2020년 전 세계 유전 탐사 및 개발 부문 투자 규모는 2014년 대비
57.9% 감소한 3,28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그림 2-6 참고). 2014년 국제유
가가 급격히 하락한 이후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투자 유인이
감소한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2017년 국제유가가 반등세를 보이면
서 관련 투자 규모 또한 소폭 상승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석유
수요 위축으로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IEA에 따르면 유전 탐사 및 개
발 부문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감소할 것이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 투자 규모는 연평균 3,500억 달러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투자의 대부분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이 아닌 기존에 진행해오던 프로젝트에 대한 지
출일 것이며, 2030년 이후부터는 연간 투자 금액이 평균 1,700억 달러로 이
전보다 5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었다.17)
16) IEA(2020c), p. 50.
17) IEA(2021a),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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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지역별 하류 부문 투자 규모 추이

그림 2-6. 상류 부문 투자 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EA, World Energy Investment 2020, Fuel
Suppl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16).

주: 석유 및 가스 기준임.
자료: IEA, World Energy Investment 2021, Datafil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석유화학 부문의 투자 확대 기조는 전 세계적인 석유화학제품 수요 증가와
더불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업계 마진율 향상 등의 요인이 맞물린 것에
기인한다.18)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LPG 및
에탄과 납사의 수요는 연평균 3.3%씩 상승했다.19) 더불어 2014년 시작된
저유가 기조의 영향으로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저가의 원료 도입이 가능해지
면서 석유화학 부문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활황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셰일
가스 개발로 2010년대 들어 천연가스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한 미국이 대규
모 석유화학 부문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석유산업의 수직다각화 노력을 전개
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천연가스의
부산물인 에탄을 이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할 경우 납사 추출 방식에 비
해 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는 전 세계적인 석유화학 부문의 투자 증대를 이끌어냈다.
18) IEA(2020c), p. 49.
19) IEA Oil 데이터(검색일: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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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전 세계적
인 석유화학 부문 투자 확대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IEA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석유제품 수요는 주요국의 에너지믹스 다변화 전략과 친환
경 규제 강화 등으로 현재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중 석유화학제
품 관련 수요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표 2-1 참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의 연평균 수요 증가율은 각각
0.3%, 1.1%, 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동 기간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LPG 및 에탄과 납사의 수요는 2.2%, 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는 휘발유와 등유를 중심으로 석유제품 수요가 증가하였던 2013년부
터 2019년까지의 상황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2-7 참고).

표 2-1. 석유제품 수요 전망(2019~25년)
(단위: 백만 배럴/일)

연평균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LPG/에탄

12.6

13.0

13.3

13.6

13.9

14.1

14.4

2.2

납사

6.5

6.6

6.8

7.0

7.3

7.5

7.6

2.8

휘발유

26.4

26.2

26.6

26.7

26.8

26.9

26.9

0.3

등유

8.0

7.9

8.1

8.3

8.4

8.4

8.5

1.1

경유

28.9

29.2

29.5

29.6

29.8

29.9

30.0

0.6

중유

6.3

5.7

6.3

6.4

6.4

6.4

6.4

0.3

기타

11.3

11.4

11.4

11.5

11.6

11.6

11.7

0.7

합계

100.0

99.9

102.0

103.1

104.0

104.9

105.7

0.9

증가율(%)

자료: IEA(2020d),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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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석유제품 연평균 수요 증가량 비교(2013~19년, 2019~25년)
(단위: 백만 배럴/일)

자료: IEA(2020d), p. 80.

그림 2-8. 국가별 LPG 및 에탄 분해시설
프로젝트 규모

그림 2-9. 국가별 납사 분해시설 프로젝트
규모

(단위: 천 배럴/일)

자료: IEA(2020d), p. 23.

(단위: 천 배럴/일)

자료: IEA(2020d), p. 23.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일산 180만 배럴 규모의 석유화학 공장이 새
로 건설될 계획이다. 원료별로는 LPG 및 에탄 분해시설과 납사 분해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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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91만 배럴과 90만 배럴로 거의 동일한 규모로 확장될 예정이다.20) 이
중 중국과 미국 내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도
LPG 및 에탄 분해시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시설 확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
된다(그림 2-8, 그림 2-9 참고). 이 밖에도 한국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벨
기에,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들이 대규모 석유화학 인프라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나. 천연가스 생산 비중 증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가 부각되면서 석유산업 내에서
도 탄소 발생이 적은 천연가스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천연가스
도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탄소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석탄 및 석유
에 비해 탄소 발생량이 현저히 적다는 특징이 있다. 천연가스는 연소 시
1Btu(British Thermal Units)당 117.0파운드의 탄소를 배출하며, 이는 무
연탄 228.6파운드, 역청탄 205.7파운드, 경유 161.3파운드, 휘발유 157.2
파운드 등에 비해 크게 적은 수치이다(표 2-2 참고).21)
[그림 2-10]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 세계 화석에너지 수요 증가
율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2000년대에는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
제발전이 본격화되면서 석탄 수요 증가율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월등히 높
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특히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가스 수요 증가율이 석유 또는 석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
연가스 수요 증가율이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1차 에너지
중 천연가스의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 1차
20) IEA(2020d), p. 21.
21) EIA, Frequently Asked Questions, How much carbon dioxide is produced when different
fuels are burne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16).

제2장 세계 석유산업의 다각화 추세와 주요국별 특징 • 41

에너지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석유와 석탄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고,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11 참고).

표 2-2. 화석연료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림 2-10. 화석에너지 수요 증가율 비교

(단위: 파운드/Btu)

연료

석탄

(단위: %)

이산화탄소 배출량

무연탄

228.6

역청탄

205.7

갈탄

215.4

아역청탄

214.3

경유

161.3

휘발유

157.2

프로판

139.0

천연가스

117.0

자료: EIA, Frequently Asked Questions, How much
carbon dioxide is produced when different fuels
are burne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16).

주: 1차 에너지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태양광 등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가공되지 않은 천연 상태의 에너지
를 말함.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0(검
색일: 2021. 2. 15).

그림 2-11. 전 세계 1차 에너지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0(검색일: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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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 중 발전과 선박 부문에서 천
연가스 개발에 대한 관심이 특히 더 확대되고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존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 시설을 다른 에너
지원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이 때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유
와 석탄보다는 친환경적이면서, 신재생에너지보다는 발전 단가가 낮아 경제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천연가스가 대체 발전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해
상수송 부문에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대한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규제 강화로 LNG(Liquified
Natural Gas) 추진 선박 및 LNG 벙커링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국
제해사기구의 규제에 따르면, 2010년 각각 4.5%, 1.5% 수준이었던 일반해
역과 배출제한해역의 황 함유량 규제는 2020년 각각 0.5%, 0.1%까지 감축
되었다(그림 2-12 참고).

그림 2-12. 국제해사기구 황 함유량 규제
(단위: %)

자료: IMO, Sulphur Oxides and Particulate Matter-Regulation 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3), 재인용:
정재욱 외(2019),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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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전후를 기점으로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 추진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일부에서
는 향후 천연가스의 수요도 다른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에는 탄소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았을 수 있었으나,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 목표가 탄소중립으로 재편성되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위
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IEA의 지속가능한 발전 시나리오(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에 따르면 전 세계 천연가스 수요는 2020년대 중
반 정점을 기록한 이후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22)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천연가스 수요량의 연평균 성장률은 –0.1%를 기록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23)

다. 수소 개발 확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수소에 대한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소는 사용 시 부산물로 물만이 발생한다는 면에서 친환경적일 뿐 아
니라 연료전지와 더불어 모빌리티 등 사용 범위도 넓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그림 2-13 참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수소 생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소 활용 부문에서도 다양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현재 1GW가 채 되지 않는 역내 수소 생산용량을 2024년
까지 6GW, 2030년까지 40GW로 확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소 전략
(Hydrogen Strategy)을 발표하였다.24) 이와 더불어 프랑스가 72억 유로(약
22) IEA(2020e), p. 172.
23) IEA(2020e), p. 343.
24) European Commission(2020),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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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수소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등 유럽연합
내 개별 회원국도 각각 수소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6.5GW), 독일(5GW), 네덜란드(4GW), 스페인(4GW), 포르투갈(2.0~2.5GW)
등 5개국의 2030년 수소 생산용량 목표치의 합은 EU 집행위원회 목표치의
50%에 달한다.25) 일본은 효율적인 수소 공급망 구축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
보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30만 톤의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7년 12월에 발표
한 수소기본전략을 기반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함께 액화수소 등 수소 운
송ㆍ저장에 대한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6) 이 밖에도 수소발전,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측면에 있어서도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다각도의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2-13. 수소경제 생태계

자료: Herbert Smith Freehills, Latest Thinking, Hydroge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

25) S&P Global, “How Hydrogen Can Fuel The Energy Transi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3).
2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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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이 수소전기차에 대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2018년 1만 2,952대 수준이었던 전 세계 수소전기차
수는 2019년 2만 3,354대를 기록하며 약 2배가량 증가하였다.27) 이 중 미국
이 8,039대로 가장 많은 수소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
국(6,180대), 일본(3,633대)이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전 세계 수소 충전소
수 또한 2018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470개소를 기록하였다.28)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크게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에서 추출
하는 부생수소, 천연가스와 수증기의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하는 개질수소,
물을 전기분해하여 얻는 수전해수소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부생수소
와 개질수소를 화석연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수소는 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화석연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개질수소와 부생
수소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킨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개질
수소는 수소 1kg 당 9.3kg의 탄소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수소 1kg과 에너지
함량이 같은 휘발유 1갤런(gallon)당 탄소발생량(9.1kg)에 비해서도 높은 수
준이다.29) 부생수소도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수소가 부생적으로 발생한다
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탄소 발생이 불가피하다. 생산 과
정에서의 탄소 발생 여부를 보통 색깔로 구분지어 표현하는데, 부생수소와
개질수소는 그레이수소(Grey Hydrogen),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
발생이 전무한 수전해수소는 그린수소(Green Hydrogen)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그린수소의 생산비용은 kg당 2.2~6.0달러로 그레이
수소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전 세계 수소 생산 중
에서 90% 이상을 그레이수소가 차지하고 있다(그림 2-14 참고). 따라서 그
27) IEA, Analysis, Hydroge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
28) Ibid.
29) Rapier(2020. 6.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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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수소를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것이 현재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독일 등을 중심으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
고 있지만, 현 기술 수준으로 이를 단기간 내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화석연료를 활용하되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을 활용하여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수소 생산 방
법도 최근 주목받고 있다.30) 개질수소 생산 공정에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시
설을 따로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하
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만 탄소 발생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이와 같
은 방식으로 생산된 수소를 블루 수소(Blue Hydrogen)라고 부른다. 블루 수
소는 그레이 수소 공정에 CCUS 시설만 설치하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비
용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에 총 70만 톤 규모의 블
루 수소 공정 1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60여 개의 관련 프로젝트가 계획
중이거나 개발 단계에 있다.31)

그림 2-14. 수소 생산량 추이 및 전망
(단위: MtH₂)

자료: IEA(2020f), p. 110.

30) CCUS는 다음 소절 ‘라. 탄소저감 기술 개발’에서 자세히 다룬다.
31) IEA, Analysis, Hydroge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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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탄소저감 기술 개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친환경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국가들의
정책 목표가 탄소 배출의 완전한 소멸이 아닌, 배출량과 흡수량를 동일하게
하여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이라는 점이다. 물론 화석연료 사
용에 의한 탄소 배출 자체를 없애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단
기간 내에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화석연료는 아직까지
가장 저렴하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며,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은
상당한 금전적ㆍ시간적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 석유산업 내 탄소
저감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 화석연료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산업 내부에서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거나 반대로 이를 흡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환경 이슈
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생산 효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친환경
이슈에도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최근 가장 각광받는 석유산업 내 친환경 기술로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CCUS)을 꼽을 수 있다. CCUS는 화석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저장하거나 산업 용도로 활용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CCUS를 적용하여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산업으로는 화석연료를 주로 사
용하는 발전,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 등이 있으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흡수제, 분리막 등 별도의 기술을 통해 포집한다. 아직까지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대기 중에 있는 공기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도 추후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포집된 탄소의 처리 방법은 크
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탄소가 대기중으로 재배출되는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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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해 지하에 저장할 수 있다. 이를 유전 및 가스전에 저장하여 석유회
수증진(EOR: Enhanced Oil Recovery) 및 가스회수증진(EGR: Enhanced
Gas Recovery)에 활용하면 각 화석연료의 생산 효율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
다.32) 아울러 탄소를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물질이나 연료를 생산하는 등
산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비료 등의 원료인
우레아(Urea)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콘크리트, 메탄올, 액체 탄화수
소 생산 등 여타 산업적 활용방안이 다각도에서 검토되고 있다.
CCUS는 포집 단계에서부터 저장, 유통, 산업적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부문으로 구성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하위 부문이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33) 효율적인 탄소 포집을 위해 다방면의 기술이 구상되고
있지만,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은 천연가스 정제 과정을 이용한 방법 정
도이다.34) 철강 및 시멘트 공정에서 포집하는 방법과 화학물질에서 직접 포
집하는 방법 등은 아직까지 실증 및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35) 탄
소를 산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우레아 생산을 제외하고는 상용화되
기까지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36)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CCUS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
면서 CCUS 상용화를 위한 투자가 크게 늘었다. 2020년 영국은 향후 CCUS
관련 인프라 건설에 8억 파운드(약 1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으
며, 같은 해 EU는 CCUS 및 기타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100억 유로
(약 12억 달러) 규모의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미국 에너지부는 대기중 직접 탄소 포획에 대한 연구개발 보조금으로
32) 석유회수증진은 채굴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석유 및 가스전의 압력을 탄소 주입을 통해 상승시킴
으로써 생산성을 복원하는 기술을 말한다.
33) IEA(2020f), p. 109.
34) Ibid.
35) Ibid.
36) Ibid. ; 윤여일(2021),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제2장 세계 석유산업의 다각화 추세와 주요국별 특징 • 49

2,200만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각국의 개발 노력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
으로 CCUS 시설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7년 37개 수준이었
던 전 세계 CCUS 시설 수는 3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 65개까
지 확대되었다(그림 2-15 참고). 2020년 기준 운영 중에 있는 CCUS 시설 수
는 약 26개로 총 4,000만 톤을 포집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 밖에도 34개의
시설이 현재 설계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37) 향후 10년간 약 1억
2,000만 톤 규모의 CCUS 설비가 추가로 건설될 계획이다(그림 2-16 참고).

그림 2-15. CCUS 시설 수 추이

그림 2-16. 향후 10년간 예정된 전 세계
CCUS 프로젝트 규모

(단위: 개)

(단위: 개, Mtpa)

자료: IEA, Statistics, World Large-scale CCUS
Facilities Operating and in Development,
2010-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7).

자료: “Can Carbon Capture Help Big Oil Reach its
Net Zero Targets?”(2021. 5. 5),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1. 5. 5).

하지만 포집된 탄소의 저장 및 사용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
듯이 탄소를 산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에서 검토되고 있
지만, 이러한 경우 탄소가 결국에는 대기중으로 다시 배출된다는 단점이 있
다. 탄소를 콘크리트 생산에 활용하면 그나마 장기간에 걸쳐 탄소를 저장할

37) Global CCS Institute(2020), p. 19.

50 •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수 있으나, 이를 영원히 저장하거나 제거할 수는 없다. 아울러 지하에 저장된
탄소가 다시 누출될 위험성도 있는데, 이에 탄소 누출 탐지 및 누출 위험성
사전 평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38)

마. 디지털 기술 개발
최근 글로벌 석유회사들은 석유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
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고성능 컴퓨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의 인지 능력만으로
는 다루기 어려웠던 유전 탐사, 개발, 생산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리검층 및 탄성파 해석, 저류층 모델링 및 보정,
유정 위치 선정 등 석유산업의 세부 부문 중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
고 할 수 있는 상류 부문을 중심으로 첨단 디지털 기술 적용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수송 및 저장 부문과 석유화학 부문에도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
고 있다.39)
유전 탐사 및 개발 부문에 대한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 오일필드
(DOF: Digital Oil Field)라고 일컫는데, 관련 기술을 자료의 취득, 전송, 분
석, 의사결정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탐사, 개발, 생산 전
과정에 센서를 부착하여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취득하고 이후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취득한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센서,
클라우드 플랫폼, IoT, 드론 등의 기술이 적용된다.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
여 예측 또는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중앙

38) 김준식(2020), p. 13.
39) 민배현 외(2020), p.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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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 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영역에는 인공지능
과 유정 시각화, 특히 모바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현장 관리 시스템 등의 기술
이 필요하다.
석유산업 내 디지털 기술 접목 및 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전 세계적
으로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어 산업 전반의 개선 여지가 커지고 있다는 점 때문
이기도 하지만, 국제유가 변동성 심화로 석유 회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한
점에서도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전 세계 주요 석유 및 가스 기업의
연간 투하자본이익률(ROACE: Return on Average Capital Employed)은
16.9% 수준이었으나, 2015년 0.6%까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그
림 2-17 참고). 특히 상대적 저유가 기조가 시작된 2014년과 2015년에는 각
각 3.5%p, 7.0%p씩 하락하였다. 반면 글로벌 석유 및 가스 기업이 디지털 기
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에는 탐사 및 개발 단가가 급
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와 더불어 2016년부터 국제유가도 점진
적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이들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이
그림 2-17. 주요 글로벌 석유 및 가스기업의 부문별 단가 추이
(단위: 달러/배럴, %)

주: BP(British Petroleum), 셰브론(Chevron), 에니(ENI), 엑손 모빌(Exxon Mobile), 로열 더치 쉘(Royal Dutch Shell),
토탈(Total) 자료 취합.
자료: Strategy&(2020),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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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2017년과 2018년 ROACE는 각각 5.3%, 7.9%를 기록하였다.
석유산업 내 디지털 기술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향후 성
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석유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향후 1조 6,00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40) 비용 절감 측면에서의 이익뿐 아니라 용수 절약, 탄
소 배출 축소 등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효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다. 시온마켓 리서치(Zion Market Research)는 2019년 약 261억 달러 규
모였던 석유 부문 내 인공지능 시장의 가치가 2026년까지 연평균 9.2%의 성
장률을 보이며 약 466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41) 글로벌 컨설
팅 기업인 PwC 내 전략 담당 부서인 Strategy&에서 전 세계 200개 석유 및
가스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의 관련 기업이 아
직까지 디지털화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42) 이 기업들
이 도입 중이거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주요 디지털 기술은 제조실행시스템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IoT,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등이 있다.
석유산업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조합한 솔루션 제품
군을 수요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 업
체들은 클라우드 활용 측면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자체적인 클라우
드 서버를 개발하여 이를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도 있지만, 구글
(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같은 전문 IT 기업의 클라우드 플
랫폼을 대가를 지불하고 활용하는 방식도 있다.43) 전자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는 베이커 휴즈(Baker Huges)가 있으며, 후자에는 할리버튼(Halliburton),
슐룸베르거(Schlumberger) 등이 있다.
40) World Economic Forum(2017), p. 5.
41) Zion Market Research(2020), p. 7.
42) Strategy&(2020), p. 5.
43) 민배현 외(2020), p.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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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석유산업 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앞으로 디
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과 데이터 보안 솔루션 개발 등에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석유산업 내 디지털 기술의 접목은 단순 기술의 도입
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고급 노동력 양성과 여
기에 맞는 기업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려면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석유산업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은 상
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44)

3. 주요국별 석유산업 다각화 특징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석유화학, 수소와 탄소저감 기술, 디지털 기술 부
문의 전반적인 추세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특징을 주요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석유화학산업
미국의 석유화학산업은 에탄 분해 설비(ECC: Ethane Cracking Center)
공정을 활용하여 셰일가스에 함유된 에탄으로부터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에틸렌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특징이다. 풍부한 셰일가스를 바탕으로
미국은 공급원료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었고 이는 미국산 에틸렌이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 되었다. 한국을 포함
한 아시아 지역의 업체들은 주로 납사 분해 설비(NCC: Naphtha Cracking
44) 민배현(2021),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2021. 2. 25,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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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공정을 사용하는데, 이는 수입한 중동산 원유에서 납사를 추출하여
에틸렌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하다. 즉 국제유
가가 상승하면 생산 원가가 같이 올라가면서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
는 것이다. 반면 미국산 에틸렌은 유가 상승 시 오히려 원료 원가 측면에서 우
위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산 에틸렌의 수입량이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미국산 에틸렌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7년 기준 20%에서 2025년 2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45)
중국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석유 수입의
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석유화학산업에서는 최근 중국 내 석유화학제품
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급을 맞추기 위해 자국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
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석유화학제
품 수입이 제한되면서 자국 내 설비를 활발히 증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연간 2,000만 톤이었던 석유화학 생산능력이 2025년까지 920
만 톤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6)
중국은 공급원료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국 내 풍부한 석탄
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주로 석탄 분해 설비(CTO:
Coal To Olefin) 공정을 활용해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올레핀
을 생산해왔다. 더불어 저가의 LPG를 공급원료로 사용하는 PDH(Propane
De-Hydrogenation) 공정을 활발히 사용하면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프
로필렌을 생산 중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LPG 수요는 2022년까지 약
1,0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47)

45) IEA(2021b), p. 11.
46) IEA(2020d), p. 22.
47) Fitch Solutions(2021a),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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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소와 탄소저감 기술 개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풍부한 셰일가스를 원료로 에틸렌을 주력으
로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소가 에틸렌을 생산하는 에탄 크래킹 과정
에서 얻어진다. 미국 석유화학 회사들은 생산된 수소를 활용하여 수익 창출
과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정유
및 석유화학, 철강 생산과 같은 중공업 부문에서의 저탄소화에 대한 투자자
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그린수소 개발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미국정부 차원에서도 수소를 청정에너지 대안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책적
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파리협정 탈퇴 선언
을 하면서 미국은 수소산업에서 잠시 물러났지만, 2021년 바이든 정부가 들
어서면서 다시 수소 생산 및 개발에 대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바이
든 정부는 수소경제 생태계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자국 내 석유 및 가스 업체들에게 수소사업 진출을 독려하면서 수소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2021년 3월, 바이든 정부는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경기 부양책인 미국 일자리창출계획(The American Jobs Plan)
을 발표하면서 미래기술 중 하나로 그린수소를 손꼽았고, 관련 산업에 투자
하여 수소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린수소 산업의 시장 적합성을 평가하는 그린수소 적합성 지수(Green
Hydrogen Suitability Index)에 따르면, 미국은 88.2점을 기록하여 전 세
계 평균 점수에 비해 월등하게 우위를 차지하며 1위를 하였다. 미국은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시장 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수소 개발을 위한 에너지 정
책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개발에 따른 법적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
서 그린수소 개발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48)
48) Fitch Solutions(2021b),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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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소 생산국으로 연간 약 2,20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
여 세계 수소 생산량 6,300만 톤 중에서 약 1/3을 차지한다.49) 2020년에 개
최된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
성한다는 목표를 선언한 이후, 중국의 석유화학 업체는 에너지 믹스를 다양
화하여 탄소 배출의 주요인인 석탄 의존도를 낮추고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중국 국영 석유화학기업인 시노펙(Sinopec)은 수소산
업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2050년까지 탄소배출 넷제로를 달성하겠
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시노펙은 하루 600만 배럴 이상의 정제능력을 갖춘
정유사로 중국 최대 수소에너지 제조업체이기도 하다. 연간 수소 생산량은
350만 톤으로 주로 정유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정제하여 그레이수소
를 생산하며, 이는 중국 전체 생산량의 약 14%를 차지한다. 시노펙은 그레이
수소 외에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그린수소를 누적 100만 톤 이상 생산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22년 몽골에서 첫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다.50)
중국의 수소 정책을 살펴보면, 연료용 수소를 생산하는 인프라 건설을 늘
리는 한편 수소전기차 개발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20년 4월에
발표한 에너지자원법에서 수소를 연료로 인정하고, 유해 화학물질로 취급하
던 이전과는 다르게 수소에 에너지로서의 법과 규제를 부여하였다. 또한 중
국은 트럭 및 버스와 같은 상용차 부문에서의 수소전기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
으며, 특정 도시와 지역을 선정하여 수소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
티브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수소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수소에너지 및 수소전기차 산업 밸류 체인을 구
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51)
49) 한국무역협회(2019. 7.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6).
50) “Sinopec aims Yuan 30 billion investment through 2025 to boost hydrogen strategy”
(2021. 8. 3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51) S&P Global, Interview: New policies will support use of hydrogen as energy fuel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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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대표적 산유국인 노르웨이의 경우, 수소전략 2020 로드맵을 통해
수전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그린수소의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국영석유회사 에퀴노르(Equinor)는
2035년까지 유럽의 저탄소 목표 중 1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CCS 기술을 활용하여 화석연료로부터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52) 또한 NortH2 프로젝트는 유럽 최대의 그린수소 프로젝트로 2020
년 2월에 쉘(Shell)이 착수하였는데, 이 프로젝트에 에퀴노르(Equinor)도 파
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40년까지 그린수소 100만 톤을 생
산할 수 있는 규모인 10GW 이상의 전기분해 용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53)
독일에서는 정유 시설에 전기분해 장치를 설치하여 수소를 대규모로 생산
하고 있다. 독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수소는 다시 정유 시설에서 소비되
는데, 이는 정유공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
이다.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2018년부터 시작된 리파인 프로젝
트(Refhyne project)가 있다.54)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
분해 시설이 베셀링(Wesseling) 지역에 있는 셸(Shell)의 정유ㆍ석유화학단
지에 설치되었다.55)
러시아는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전략 2035(Strategy 2035)의 에너지 전략
에 따라 수소연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0월에는 수소연료 개발 로
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산업을 지원하고, 수소 수출을 통해 수출상품을 다변
화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20만 톤의 수소 생
- Air Liquide’s H2 directo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52) S&P Global, Norway’s Equinor sees role for blue hydrogen beyond 2050 in net-zero CO2
worl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53) Equinor, Equinor joins Europe’s biggest green hydrogen project, the NortH2-project,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54) Refhyne 프로젝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연료전지 및 수소 개발 공동사업을 말한다.
55) IEA, Green refinery hydrogen for Europ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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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능력을 갖추고, EU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주 수출지역으로 삼을 계획이
다.56) 이에 따라 러시아의 국영 천연가스회사 가즈프롬(Gazprom)은 수소
부문을 확장하여 현재 연간 35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없
이 메탄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혁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57)

다. 디지털 기술
석유산업의 탐사, 개발, 생산에 이르는 복잡한 공정에서 운영 및 관리 효율
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 오일필드 기술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또한 우드 맥
킨지(Wood Mackenzie)는 석유산업의 디지털화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 자동화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심해 시추 부문에서의 효
율성이 30% 향상되면 굴착 장치의 구매를 20개 이상 줄여 지출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보았다.58)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업체를 살펴보
면, 베이커 휴즈(Baker Hughes)는 석유기업에 인포스 평면제어시스템(InForce
surface control system)이라는 자체 개발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석유 생산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유정 모니터링, 지능형 시추
및 마감 기술, 화학 자동화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 최대 유전 측정 및
자원관리 업체인 미국의 슐룸베르거(Schlumberger)는 탐사 및 생산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탐사 위험을 최소화하고 장비 진단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
털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 기업은 디지털 유전 자동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로크웰 오토메이션(Rockwell Automation)과 센시아(Sensia)라는 기업과
56) KOTRA, ｢러시아의 수소연료 개발 현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1).
57) Offshore Energy, Gazprom to continue hydrogen energy develop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2).
58) Wood Mackenzie, Digitalisation and the oilfield services sector: threat or opportunity?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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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투자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세계 최대 석유 채굴 기업 중 하나인 할리버
튼(Halliburton)은 미국 셰일 유전에서 수압 파쇄 시에 배치할 수 있는 로봇
을 개발하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수압 파쇄 작업의 일부분을 자동화
하는 데 성공하였다. 할리버튼은 또한 데이터와 컴퓨터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수압 파쇄 중에 물,
모래, 화학물질 등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유전 탐사 및 개발 전문업체들의 디지털 기술 개발에 힘입어 유전
탐사ㆍ생산에서 수송 및 저장, 석유화학 등 석유산업 전 부문의 사업을 영위
하는 국제 석유기업들도 디지털 기술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BP는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운영 전반에 디지털 오일필드 기술을 접목시키며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실리콘 밸리의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디지털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쉘(Shell)은 스마트 필드(Smart Fields)라는 자체적인 디
지털 오일필드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 사업장의 운영체계를 디지털화하고 있
는데, 인제뉴(Ingenu)와 C3IoT 등과 같은 스타트업 회사들로부터 데이터 분
석 솔루션을 제공받고 있다. 특히 쉘의 파이프라인 수송 프로젝트인 엠버잭
프로젝트(Amberjack project)는 디지털 오일필드 기술을 사용하면서 운영
비용 20% 감소, 복구율 5~10% 상승, 작업 시간 주기 75% 단축 등의 효과를
거두었고, 이에 따라 일일 석유생산량을 600배럴 늘릴 수 있게 되었다.59) 노
르웨이의 에퀴노르는 북해 지역의 유전 탐사 및 생산 부문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안전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에퀴노르의 요한 스베드럽 필드(Johan Sverdrup field)는 북해에서 셋째로
큰 대규모 오일필드로서 최신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면서 현장의 운영 전반이
보다 안전하게 원거리로 관리되고 있다.60)
59) Deloitte(2015), Oil and Gas Reality Check 2015: A look at the top issues facing the oil and
gas secto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2).
60) Offshore Energy, Digital oilfield: Leading companies and service providers name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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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주요국별 석유산업 다각화 특징은 [표 2-3]에 부문별로 요
약되어 있다.

표 2-3. 주요국별 석유산업 다각화 특징
구분

석유화학 산업
 풍부한 셰일가스를
바탕으로 에틸렌 생산 확대

미국  에탄 분해 설비(ECC) 확대
 아시아 지역 대상 에틸렌
수출 증가

디지털 기술

생산 등 산업 공정

 베이커휴즈, 슐름베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리버튼 등 세계적인 유전

그레이수소 활용방안 구축

탐사업체들의 디지털

 정부 차원에서 수소 생산

오일필드 기술 개발 확대

지원 확대

 풍부한 석탄을 바탕으로
중국

수소와 탄소저감 기술
 정유 및 석유화학, 철강

올레핀 생산
 에틸렌 생산 설비 증설

 수소ㆍ전기차 기술 개발
 수소 생산 인프라 건설

-

확대
 BP, 쉘 등 국제석유기업은
 (노르웨이) 수소 전략 2020

유럽

-

유전 탐사 및 개발, 수송

로드맵에 따라 그린수소

및 저장 부문 등에서

생산 및 수전해 기술 투자

디지털 오일필드 기술 접목

확대

확대

 (독일) 정유시설에 수전해

 (노르웨이) 에퀴노르는 북해

설비 구축 및 그린수소

지역의 유전 탐사 부문에

생산 확대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안전성 강화

 전략 2035의 에너지
러시아

-

전략에 따라 수소 생산 추진
 수출상품 다변화를 위한

-

수소 생산 및 개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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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세계 석유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에너지구조로의 전환, 산유국간 경쟁 심화 등으로 수급구조 및 국제유
가의 안정성 측면에서 큰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정책
담당자와 주요 국제석유기업은 석유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석유산업의 다각화를 위해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투자
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미국발 셰
일 혁명으로 값싼 원유를 채굴할 수 있게 되면서, 저가 원료를 기반으로 수익
성을 늘릴 수 있는 석유화학 시설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국제석유기업의
수익성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디지털 오일필드 기술을 개발하여 유전 탐사 및
개발 비용을 감축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국제석유기업들은 이러한 요구에 따라 CCUS 기
술 등 석유산업 내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수요가 늘어날 저탄소 연료로 블루수소 및 그린수소 생산체제 구축도 진
행 중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석유기업들도 이러한 세계 석유산업의 다각화 추세를 받
아들이고 세계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앞으로 석유화학산업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부가가치는
더 확대할 수 있는 석유화학 관련 기술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저
렴한 원료에 기대어 국제유가 변동성에 취약한 업종의 특성을 바꾸는 일이기
도 하다. 둘째, CCUS 설비 또는 수전해 시설을 확충하여 블루수소 및 그린수
소 생산을 전개해야 한다. 이는 석유화학산업의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수소경제에 대비하여 친환경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노르웨이 에퀴노르의 사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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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이 참여하고 있는 독일의 리파인 프로젝트, 중국의 시노펙 사례, 러시아의
가즈프롬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내 석유기업의 사업 다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
이다. 셋째, 유전 탐사 및 개발, 수송 및 저장, 석유화학 등 석유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추세에 따라 국내 관련 기업의 해당 기술 개발에 대
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아직 석유산업의 디지털 기술 수준
이 높지 않고, 디지털 기술 적용 경험도 적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많은 어려움
이 있다. 또한 디지털 오일필드 기술 개발에 필요한 유전 탐사 관련 데이터 확
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하여 개발자금 지원과 함께 중동 산유국의 소규모
유전 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의가 필요하다.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도 세계 석유산업이 겪는 글로벌 변화에 직면해 있
으며, 앞서 살펴본 다양한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은 이
미 1970년대부터 석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
여왔지만, 최근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와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 감소 전망
으로 인해 그 노력의 강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중동 산
유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심하고 한-중동 간 석유산업 관련 교역 비중이
높은 만큼 중동지역의 석유산업 변화는 우리나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와 중동 산유국 간 미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중동
산유국의 전략과 정책방안, 경쟁우위 요인, 대외협력 수요 등을 충분히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제3장과 제4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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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산업 다각화 배경 및 주요 계획
가. 다각화 배경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2014년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
및 석유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석유산업의 다각화를 강조해왔
다. 북미지역 셰일오일 개발에 따른 국제 원유공급 증가,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으로 저유가 기조가 장기간 이어졌고, 이는 정부 재정 수입, GDP, 수출에서
석유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산유국의 성장
둔화를 야기하였다. 높은 석유 부문 의존도는 정부의 재정 수입 및 각종 정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국제유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수요 증
대로 이어졌다.61) 2021년 하반기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으나 탄소중
립 정책에 따라 세계 원유 수요 감소 시점에 대한 전망이 앞당겨지는 등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석유산업의 다각화를 더욱 강
도 높게 추진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석유산업의 유전 탐사 및 생산 부문은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반면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는 자국 청년 및 여성의 실업률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석유산업 상
류 부문 이외에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으로의 다각화가 절실하다. 이에 사
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석유산업을 토대로 석유화학, 수소 생산 등 부가가치가 높은 관련 산
업을 육성함으로써 자국민 고용을 늘리고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
도 개선하고자 한다.
61)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2021),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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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천연가스 개발도 확대하고 있다. 사우디아
라비아의 경우에는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하여 자국 내에서 보조금을 통해 낮
은 가격에 소비되는 원유 수요를 대체하고 재정 수입을 늘리고자 한다. 사우
디아라비아는 국내 석유 소비가 증가하면서 원유 수출 비중이 이전보다 감소
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정부 재정 상황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2000년대
이후 산업 성장 및 인구 증가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소비량은 2001
년 일일 175만 배럴에서 2020년에는 354만 배럴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그
영향으로 원유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중은 같은 기간 80.5%에서 67.9%로 감
소하였다(그림 3-1 참고).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원유를 자국 내
소비보다는 수출 또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발전 부문에서 석유 소비가 많은데 이를 천연가스로 대체하
려 한다.62) 반면 UAE는 천연가스 수입을 줄이고 자급자족을 이루기 위해 천
연가스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기준 UAE의 에너지원별 소비 비
중은 천연가스가 6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가 36%, 석
탄 3%, 재생에너지 1% 순으로 나타난다.63) 즉 UAE는 원유 생산량 대비 수
출량 비중이 높은 편으로, 원유의 자국 내 소비보다는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2) 2019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발전원 중 석유 부문은 39.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King
Abdullah Petroleum Studies and Research Center(2020a), p. 10;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all data, 1965-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0).
63)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all data, 1965-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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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 대비 수출 비중 및 소비량 추이
(단위: %(좌), 1,000b/d(우))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all data, 1965-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0).

그림 3-2. UAE의 원유 생산 대비 수출 비중 및 소비량 추이
(단위: %(좌), 1,000b/d(우))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all data, 1965-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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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 변화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석유산업의 다각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확산과 함께 산업 전반
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비용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고자 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탄소중립 및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노력이 강화되면서 사우디
아라비아와 UAE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G20 의장국이 되면서 탄소배출 저감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2021년
10월에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64) 이를 위해 사
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포집 설비를 통해 매년 2억 7,80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 수소 생산 등에 7,000억 리
얄(1,870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다.65) 또한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도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66) UAE는 2021년 10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2020 두바이 엑스포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
을 발표하였다. UAE는 6,000억 디르함(약 1,635억 달러)이 넘는 금액을 재
생에너지 부문에 투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첫 번
째 탄소중립 달성국이 되고자 한다.67) UAE는 또한 2023년 개최되는 제28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계획을 밝히는 등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68)
64) 2019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각 18.2톤, 15.8톤으로 세계 평
균인 4.7톤보다 높은 수준이다. Our World in Data, CO2 Emissions, Per Capita CO2
Emiss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65) “Saudi Arabia pledges net zero by 2060, but no oil exit plan”(2021. 10. 25),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1. 10. 26).
66) “Oil giant Saudi Arabia pledges ‘net 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60”(2021. 10.
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0).
67) “UAE announces Net Zero by 2050 strategic initiative”(2021. 10.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7).
68) “Dubai ruler says UAE to host COP28 climate conference in 2023” (2021. 11. 12),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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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계획
1) 사우디아라비아
가) 사우디 비전 2030
무함마드 빈 살만(Muhammad bin Salman)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2016년 새로운 국가개발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였으며, 여기
에서 석유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하였다. 비전 2030은 활기찬
사회, 번영하는 경제, 진취적인 국가라는 3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69) 사
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번영하는 경제 영역에서 비석유 부문 및 민간 부문을 육
성하면서도 2020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GDP의 19.7%를 차지하고 있는 석
유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70) 이를 위해 석유산업에
서 자국민 고용을 늘리고 자국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는 이른바 ‘현지
화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산업을 개발하고 에너지 시장
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주요 정책 목표도 수립하였다(표 3-1 참고).
비전 2030은 석유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가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이

표 3-1. 사우디 비전 2030의 석유산업 관련 주요 목표
영역

주요 부문

주요 목표
∙ 현지화(localization) 비중 확대(40%→75%)

천연가스 부문 육성 ∙ 천연가스 생산량 2배로 확대
∙ 천연가스 공급 네트워크 확충

번영하는
경제

석유 및 석유화학
기업 지원,
제도 개선

∙ 석유 및 석유화학 부문에서의 글로벌 리더십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 개발 및 투자 확대
∙ 정유, 석유화학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국영기업 지원
∙ 에너지 보조금 개혁을 통한 에너지 부문 경쟁력 강화

자료: Saudi Arabia Government(2016), pp, 44~59.
69) Saudi Arabia Government(2016), p, 13.
70) General Authority for statistics(2021),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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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하지만 비전 2030의 추진 방향을 통해 사우디아라
비아 정부가 석유산업을 여전히 자국의 전략 산업으로 보고 정책 지원을 확대
해 나갈 계획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국가 산업 개발 및 물류 프로그램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비전 2030의 이행 프로그램 중 하나로 2017년 7월
발표한 국가 산업 개발 및 물류 프로그램(NIDLP: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 Logistics Program)에 석유화학 부문 육성 전략도 포함
시켰다. 해당 프로그램은 산업, 광업, 에너지, 물류 등 4대 중점분야를 선정하
여 관련 정책 및 규제 마련, 인프라 구축, 경제특구 조성 등의 전략을 설정하
고 해당 부문에 대한 4,532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160만 개의 일자리를 마련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71) 4대 중점분야 중 산업 부문에는 석유화학에 대
한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보조금 개혁을 통해 에너지 부문 경쟁력을 향상시
키며 해당 부문의 현지화를 확대해나가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72) 특히 사
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유분 및 중
간원료 부문에서 설비 운영 및 기능 향상, 생산 및 투자 포트폴리오 확대에 중
점을 두고 있다(표 3-2 참고). 자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촉
매, 접착제, 윤활유 등의 스페셜티 제품과 각종 플라스틱 및 합성고무 등의 합
성제품 생산 능력 또한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품 및 서비스의 현지
화(현지 인력 고용 및 현지 생산) 추진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로컬 콘텐츠
(local contents)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

71) Oxford Business Group, Saudi Arabia’s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Logistics
Programme lays foundation for economic vis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9).
72) Vision 2030, Vision Realization Program,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Logistics
Progra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9); Saudi Arabia Government(2019),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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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국가 산업 개발 및 물류 프로그램의 석유화학산업 부문별 주요 전략
관련 부문
기초유분 및
중간원료

주요 전략
∙ 설비 운영 및 기능 향상, 제품군 및 투자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기초유분 및
중간원료 부문 육성
- 석유화학 부문 로컬 콘텐츠(local contents) 프로그램 도입
∙ 현지 주요 석유화학 기업의 생산제품 다양화, 해외기업 유치를 통한 촉매, 접착제,

스페셜티
제품

윤활유 등 스페셜티 제품 부문 육성
- 석유화학 공급원료의 적정 배분
- 국가액화석유전략 및 투자 프로그램 도입
∙ 건설, 포장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및 합성고무 등의 합성제품 부문 육성
- 사우디아라비아를 반제품(필름, 시트, 섬유) 수출의 허브로 육성

합성 제품

- 플라스틱 파이프에 대한 수입을 줄이고 현지 생산 확대 및 관련 완제품 다양화
- 타이어산업 개발, 광업 및 시멘트 산업용 컨베이어 벨트 또는 판(plates), 자동차
산업용 고무호스 등의 제품 개발

자료: Saudi Arabia Government(2019), pp, 133-139.

다) 탄소순환경제(Circular Carbon Economy)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탄소순환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석유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관련 산업도 육성하고자 한
다. 탄소순환경제는 압둘아지즈 빈 살만(Abdulaziz bin Salman) 사우디 에너
지부 장관이 2019년 10월 개최된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Future Investment
Initiative)에서 제기한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한 정책 프레임워크이다.73)
2020년 9월 27~28일에 진행된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도 해당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11월 21~22일간 진행된 G20 정상회의의 G20
공동선언에도 포함되었다.74) 탄소순환경제는 에너지, 산업, 이동 및 식량 등과
그 외 모든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관리 및 축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성
73) 사막의 다보스포럼(Davos Forum)으로도 불리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
국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국제행사이다.
74) “G20 Promotes the Circular Carbon Economy(CCE)”(2020. 10. 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9); “Saudi Arabia promotes circular carbon scheme as it plans to keep pumping
oil” (2021. 11. 2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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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75)
탄소순환경제는 감축, 재사용, 재활용, 제거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
다(표 3-3 참고). 먼저 감축은 에너지 효율성 개선, 연료 전환, 원자력 및 신재
생에너지 사용, 탄소 포집 등 대기로 유입되는 탄소의 양을 줄이는 모든 대안
을 뜻한다. 재사용은 포집된 탄소를 원유회수증진,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 수자원회수증진 등 화학적 변화가 없는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다.76)
재활용은 화학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제품 형태로 탄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성연료, 바이오 연료, 비료 및 요소, 메탄올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거는 대기 중의 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자연침강, 직접공기포집
(Direct Air Capture with Storage) 등을 구현하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표 3-3. 탄소순환경제의 부문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대기로 유입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모든 대안 사용

감축(Reduce)

- 에너지 효율성 개선, 연료 전환,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이산화탄소
포집

재사용(Reuse)

∙ 화학적 변화가 없는 상태의 이산화탄소 사용
- 원유회수증진,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 수자원회수증진
∙ 화학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제품 형태로 이산화탄소 사용(재생에너지 포함)

재활용(Recycle)

- 합성연료, 바이오 연료, 비료 및 요소, 메탄올 및 화학물질, 폴리머, 콘크리트
등 생산
∙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제거

제거(Remove)

- 자연침강(산림, 토양 및 해양), BECCS(Bioenergy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가 포함된 바이오 에너지, 스토리지를 통한 직접 공기
포집(Direct Air Capture with Storage), 격리(Sequestration)

자료: Khowaiter(2020), p. 8.
75) G20(2020), p. 9.
76)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은 이산화탄소가 증기보다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액체와 기체의 성질
을 모두 가지는 초임계에 도달하는 점에 착안하여 증기 대신 이산화탄소를 가열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
식이다. 「차세대 ‘초임계 CO2 발전 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2020. 10.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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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탄소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CCUS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블루 및 그린수소, 신재생에너지 등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 UAE
가) 에너지 전략 2050
UAE는 2017년 1월 장기 에너지계획인 ‘에너지 전략 2050(Energy
Strategy 2050)’을 수립하였다. 에너지 전략 2050은 국제사회의 환경 문제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UAE는 발전 부문 탄소 발자국을 70% 감축하여
2050년까지 7,000억 디르함(약 1,906억 달러)을 절약할 계획이다. 또한
UAE는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원을 다각화하고자 한다. 이에 따
라 UAE는 에너지믹스에서 청정에너지를 44%로 확대하고 천연가스 비중을
38%로, 청정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는 각각 12%, 6%의 비중을 두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77)
에너지 전략 2050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강조하며 UAE의 경제적 요건과
환경 목표를 맞출 수 있는 에너지믹스를 설정하였다. UAE는 에너지 전략에 따
라 2050년까지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UAE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6,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략 2050은
3단계에 걸쳐 실행될 예정으로 1단계는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와 다각화를 강
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단계에서는 에너지와 수송 부문 솔루션을
통합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이다. 3단계는 지속가능한 에
너지 공급을 위한 연구개발과 혁신 및 창의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78)
77)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UAE Energy Strategy 205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4).
78) UAE Ministry of Energy and Infrastructure, “Vice President unveils UAE energ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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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DNOC 2030 전략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는 UAE 석유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석유 및 가스 생산부터 운송, 유통을 비롯
해 정유, 석유화학 등 산업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2016년 술탄 아흐메드 알
자베르(Sultan Ahmed Al Jaber)가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이후
ADNOC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저유가에 대응한 비용절감 조치 등
을 추진하였으며, 장기 발전계획인 ‘2030 전략(2030 Strategy)’을 수립하였
다. 2030 전략은 유전 탐사 및 생산 부문의 수익 증대(More Profitable
Upstream), 정유 및 석유화학, 비료 부문의 부가가치 확대(More Valuable
Downstream),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인 가스 공급(More Sustainable and
Economic Gas Supply)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79)
유전 탐사 및 생산 부문에서는 생산능력 및 비용 효율성 향상, 새로운 자원
탐색, 노후유전의 재활성화, 시장 점유율 방어를 추진하고 있다. ADNOC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여 에
너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운영 효율성 향상 노력의 일환으로
ADNOC의 해상 석유 및 가스 개발 부문 자회사인 아부다비 해상 유전 운영
회사(ADMA-OPCO: Abu Dhabi Marine Operating Company)와 ZADCO
(Zakum Development Company)를 통합하기도 하였다. 또한 ADNOC는
석유 생산능력을 2018년까지 일일 350만 배럴 수준으로 확대하고, 석유회
수증진(EOR: Enhanced Oil Recovery)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다.80) 이후 ADNOC는 석유 생산능력 목표치를 2020년까지

for next three decad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5).
79) ADNOC, Our Story, 2030 Strategy, ADNOC 2030 Strategy Forewor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12); The Nationa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12); ADNOC, “Supreme Petroleum
Council Approves ADNOC’s 2030 Strategy and Five Year Business Plan Focused On
Growth And Maximising Valu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12).
80) ADNOC, Our Story, 2030 Strategy, More Profitable Upstrea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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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배럴, 2030년까지 500만 배럴로 설정하였다.81) 2020년 10월 알 자
베르 최고경영자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석유 생산능
력을 일일 500만 배럴로 증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82)
정유 및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정제 마진 확대, 석유화학제품 생산 증대, 고
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ADNOC는 유전 탐사 및 생산 부
문뿐 아니라 향후 정유와 석유화학 부문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고부
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걸쳐 더욱 개방된 형태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
으로 나설 계획이다. ADNOC는 2016년 기준 연 450만 톤 수준인 석유화학
제품 생산 규모를 2025년까지 연 1,140만 톤으로 확대하고, 휘발유 생산량
은 2022년까지 연 1,020만 톤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83)
또한 ADNOC는 UAE의 증가하는 가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
하고 경제적인 가스 공급을 전략 2030의 중점 부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ADNOC는 가스 부문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사워 가스(sour gas),84) 비
전통 가스(unconventional gas), 가스캡(gas cap)85) 등 다양한 천연가스 공
급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ADNOC는 하일(Hail), 가샤(Ghasha), 델마
(Delma), 나스르(Nasr), 슈웨이하트(Shuwaihat) 등의 가스전 개발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 가스전으로부터 120억 표준입방피트의
81) “Adnoc plans to boost oil production to 5m b/d by 2030”(2018. 11.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12).
82) ADNOC, Our Story, 2030 Strategy, More Profitable Upstream, 온라인 자료; “ADNOC on
track to boost production capacity to 5 mil b/d by 2030 despite pandemic: CEO”(2020.
10. 14),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3. 12).
83) ADNOC, Our Story, 2030 Strategy, More Valuable Downstrea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15); “A new era for Adnoc”(2017. 7.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12).
84) 사워 가스(sour gas)는 다량의 황화수소(H2S)와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하는 천연가스이다. 사워
가스의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는 산성을 띠며 수분과 반응하여 높은 부식성을 가진다. 기업공감원스
톱서비스, 기술동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9).
85) 가스캡(gas cap)은 원유나 천연가스가 지하에 모여 쌓여 있는 층인 저류층에 탄화수소가 2상(two
phase)으로 존재할 때, 위쪽에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가스층을 말한다. 가스신문, 오피니언, 가스용어
해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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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86)
이외에도 ADNOC는 2020년 책임감 있는 석유 및 가스 생산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환경보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로 2030 지속가능 어
젠다(2030 Sustainability Agenda)를 발표하였다. 이 어젠다는 크게 기후
ㆍ탄소배출ㆍ에너지(Climate, Emissions, and Energy), 지역 환경(Local
Environment), 경제ㆍ사회적 기여(Economic and Social Contribution), 인력
다양성 및 개발(Workforce Diversity and Development), 건강ㆍ안전ㆍ
보안(Health, Safety, and Security), 비즈니스 지속가능성(Business
Sustainability)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기후ㆍ탄소배출ㆍ에너
지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CCUS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ADNO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줄이고 CCUS 용량을
현재의 연 8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CCUS 용량은 샤
(Shah) 가스 플랜트를 통해 연 230만 톤, 합샨-밥(Habshan-Bab) 가스 플
랜트에서 연 190만 톤을 늘릴 예정이다.87)
한편 ADNOC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석유 부문에서의 변화를 꾀하
며 기술 혁신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ADNOC는 이를 석유 및 가스
4.0(Oil and Gas 4.0)이라 칭하고 석유 부문에서의 기술혁신과 관련한 향후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 적
용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미래 산업을 위한 차세대 역량 강화, 탄소저감, 파
트너십 재편 등이 포함된다.88)

86) ADNOC, Our Story, 2030 Strategy, More Sustainable & Economic Gas Supply,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3. 15); “A new era for Adnoc”(2017. 7.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12).
87) ADNOC, Sustainability, 2030 Sustainability Agenda, 온라인 자료; ADNOC, Sustainability,
Energy for Environment Protection,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24).
88) ADNOC, Our Story, Oil & Gas 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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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ADNOC 석유 부문 다각화 계획
계획

주요 부문
유전 탐사 및

주요 내용
 생산능력 및 비용 효율성 향상, 새로운 자원 탐색, 노후 유전
재활성화, 시장 점유율 방어 추진

생산 부문
수익 증대
2030
전략

정유 및 석유화학,
비료 등 부문
부가가치 확대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인 가스 공급

2030
지속가능
어젠다
석유 및
가스 4.0

기후ㆍ탄소배출ㆍ
에너지
기술, 사람,

 석유 생산능력 목표치 2030년까지 일일 500만 배럴로 설정
 정제 마진 확대, 석유화학제품 생산 증대,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추진
 석유화학제품 생산 규모 2025년까지 연 1,140만 톤으로 확대
 휘발유 생산량 2022년까지 연 1,020만 톤으로 확대
 가스 부문의 운영 효율성 개선
 가스캡, 사워 가스, 비전통 가스 등 다양한 천연가스 공급원 활용
계획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5% 감축
 CCUS 용량을 현재의 연 8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확대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 적용을 통한 효율성 최대화,

지속가능성,
파트너십

미래 산업을 위한 차세대 역량 강화, 탄소저감, 파트너십 재편 등
추진

자료: ADNOC, Our Story, 2030 Strategy, More Profitable Upstrea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12); ADNOC,
Our Story, 2030 Strategy, More Valuable Downstrea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15); ADNOC, Our
Story, 2030 Strategy, More Sustainable & Economic Gas Suppl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15); ADNOC,
Sustainability, Energy for Environment Protec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4); ADNOC, Our Story,
Oil & Gas 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1).

2. 부문별 다각화 추진 전략과 주요 사례
가. 사우디아라비아
1) 석유화학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화학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 프로젝트는 정
부의 정책 기조와 함께 국제유가 및 글로벌 석유화학제품 공급 상황 등에 따라
변동을 겪어왔다. 2000년대 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제조업 육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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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양한 석유화학 프로젝트 개발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2008년
에 완공된 프로젝트 규모는 95억 달러를 상회하였다(그림 3-3 참고). 금융위
기와 글로벌 석유화학제품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서 2011년 22억 달러까지 줄
어들었던 석유화학 프로젝트는 국제유가 상승세 및 제조업 중심의 산업다각화
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지원에 의해 2014년 87억 달러로 다시 늘어
났다. 2014년 이후 이어진 저유가 기조 및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재정 긴축
으로 인해 석유화학 프로젝트는 2018년 9억 달러까지 줄어들기도 하였다. 하
지만 앞에서 살펴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석유화학 부문 육성 정책에 따라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는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시행 및 시행 전 단계 프로젝
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 4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89)

그림 3-3.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MEED Proje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4).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가격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기초유분 및 범용제품
생산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2020년 기준 에틸렌 생
산량은 연간 1,818만 톤으로, 이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셋째로 큰
89) 시행 단계는 프로젝트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시행 전 단계는 발표 또는 계약 체결이 완료된
프로젝트가 건설 전 단계에 있는 상태를 각각 뜻한다.

제3장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경쟁력 분석 • 79

표 3-5.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화학제품 생산 능력 전망
(단위: 천 톤)

제품

2020e

2021f

2022f

2023f

2024f

2025f

에틸렌(Ethylene)

18,177

18,177

18,177

18,177

19,677

19,677

폴리에틸렌(Polyethylene)

12,223

12,223

12,223

12,223

13,223

13,223

메탄올(Methanol)

8,885

8,885

8,885

8,885

8,885

8,885

프로필렌(Propylene)

6,995

6,995

6,995

6,995

7,838

7,838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5,720

5,720

5,720

5,720

6,520

6,520

5,455

5,455

5,455

5,455

5,955

5,955

5,140

5,140

5,140

5,140

5,640

5,640

암모니아(Ammonia)

4,860

4,860

4,860

4,860

4,860

4,860

요소(Urea)

4,520

4,520

4,520

4,520

4,520

4,520

기타

5,108

5,108

5,108

5,108

5,108

5,108

고밀도폴리에틸렌
(High Density Polyethylene)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주: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임.
자료: Fitch Solutions(2021e), p. 10.

규모이다(표 3-5 참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천연가스 가격경쟁력을
토대로 ECC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에틸렌(Ethylene)과 프로필렌(Propylene),
폴리에틸렌(Polyethylene) 등을 생산할 수 있었다. 아람코는 2018년 토탈
과 공동으로 ‘아미랄(Amiral)’이라는 5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미랄 석유화학단지가 2024년 완공되면 연간 150
만 톤의 에틸렌을 비롯해 연간 총 270만 톤의 기초유분 및 범용제품이 추가
로 생산될 예정이다.90)
사우디아라비아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부족한 기술력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 기업과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해 자국 내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우디 국제석유화학기업(Sipchem: Saudi Inter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은 독일 석유화학기업인 린데(Linde)와 2020년
12월 산업용 가스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협력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였
다. 이에 따르면 양사는 50:50으로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수소 및 합성가
90) Fitch Solutions(2021e),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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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생산설비를 공동으로 소유 및 운영하게 된다. 또한 해당 설비에서 생산된
일산화탄소, 수소, 암모니아 등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주베일(Jubail)을 비롯
한 사우디아라비아 내 주요 산업 클러스터에 공급할 예정이다.91) 2020년 3
월 사우디아라비아 APC(Advanced Petrochemical Company)의 자회사
인 AGIC(Advanced Global Investment Company)와 우리나라의 SK가
스는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주베일 지역에 프로판 탈수소 공정(Propane
De-Hydrogenation) 설비와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생산단지를 건설
하기로 하였다(표 3-6 참고). 18억 달러 규모의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에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내 우리나라 석
유산업 관련 기업이 참여한 사업 중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92)

표 3-6.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진행 중인 주요 석유화학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투자금액

발주

완공

(백만 달러)

연도

예정 연도

주베일

1,800

2021

2024

라스 알 카이르

1,070

2018

2021

지잔

3,800

2019

2024

주베일

183

2019

2021

주베일

850

2017

2021

주베일

125

2018

2021

주베일

500

2019

2022

위치

APC 프로판 탈수소 공정 설비 및 폴리프로필렌
생산단지
마아덴(Maaden) 암모니아 3
팬 아시아 사우디(Pan-Asia Saudi)
석유화학 및 화학섬유 통합사업
BCI(Basic Chemical Industries)
염소 및 파생제품 생산 단지
JUPC(Jubail United Petrochemical
Company) 에틸렌산화물, 에틸렌글리콜
(Ethylene Oxide / Ethylene Glycol) 유닛 3공장
NFC(National Chemical Fertilizer Company)
암모니아 공장 성능 향상
사다프(SADAF: Saudi Petrochemical
Company) 클로르알칼리(Chlor-Alkali)
성능 향상 개선
자료: MEED Proje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4).

91) Fitch Solutions(2021d), p. 4.
92) 「SK가스, 사우디 가스화학사업 진출」(2020. 3.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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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 부문 비중 확대는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의
사업 다각화 및 석유화학 기업 인수 전략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아람
코는 원유 생산에서부터 석유화학제품 생산까지 일원화된 사업 구조를 갖춘
회사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93) 이에 아람코는 2019년 자국
주식시장에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단행하고,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였다.94) 아람코의 수익은 그동안 주로 유전 탐사,
개발, 생산 부문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원유 및 가스 탐사ㆍ개
발ㆍ생산 부문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과 법인세 등을 제외한 총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income taxes and zakat)은 1,102억 달러였던 반면, 정
유 및 석유화학 부문은 -54억 달러로 적자를 기록하였다.95) 이에 아람코는
2020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로부터 사빅 지분 70%를 700억 달러에 인수하였다.96) 아람코의 사빅 지
분 인수는 비전 2030 추진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자금 조달 수단일 뿐
만 아니라 원유부터 석유화학 부문까지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거래 비용을 절감
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아람코는 같은 해 7월 석유
화학 부문 사업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아람코는 자
사의 조직을 유류(정제, 트레이딩, 소매, 윤활유), 석유화학, 발전, 수송(송유관,
터미널)의 4개 부문으로 재조직하여 석유사업 전 영역을 아우르고자 한다.97)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아람코의 석유화학 부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9월 50~85%였던 아람코에 대한 법인세율을 석유화학 부문에 한해서 20%로
낮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98)99)
93) Saudi Aramco, Saudi Arabia’s Vision for 2030 and Saudi Aramco,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9).
94) Aramco(2020a), p. 6.
95) Aramco(2021). p. 52, p. 62.
96) Fitch Solutions(2021d), p. 42.
97) “Saudi Aramco says reorganizing downstream business to support growth”(2020. 7. 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0).
98) Aramco(2020b),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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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연가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 증가 및 경제발전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빠르게 늘
어나고 있다. 또한 국내 에너지 수요를 천연가스를 통해 충당하려는 정부 정
책 등에 힘입어 2009~19년 연평균 4.1%의 수요 증가율을 기록하였다.100)
아람코는 2018년 기준 일일 9.1Bcf였던 천연가스 수요가 2030년에는 일일
14.6Bcf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현재 아람코가 자체 추산한 천
연가스 매장량은 BP의 추정치인 283Tcf보다 적은 185.7Tcf이며, 여기에 엑
손모빌의 지분을 제외하면 상업 생산이 가능한 매장량은 100.5Tcf로 줄어들
게 된다(그림 3-4 참고). 이를 기준으로 신규 가스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 증가 속도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 사우디
아라비아의 천연가스는 현 매장량의 48.4%만 남게 된다.101)
그림 3-4. 사우디아라비아의 천연가스 누적 소비량 및 잔여 매장량 전망
(단위: Tcf)

자료: “Saudi Arabia’s Gas Tank Is Running Low”(2019. 4.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0).

99)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아람코가 석유화학 부문에서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석유화학 부문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완전 소유 자회사로 분리해야 하며, 해당 조건
을 충족하지 못할 때 50%의 소급 과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Aramco 2020b, p. 15).
100)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all data, 1965-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
101) “Saudi Arabia’s Gas Tank Is Running Low”(2019. 4.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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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최근 대대적인 가스전 탐사 및 개발을
통해 자국 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하위야
(Hawiyah) 가스전 확장 프로젝트와 함께 2020년 3월 자국의 최대 비전통 가
스전인 자푸라(Jafurah)에 대한 개발 승인 및 1,100억 달러 투자 계획도 발표
되었다.102) 매장량이 200Tcf로 추정되는 해당 가스전 개발은 에탄 공급원료
및 발전용 가스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
인다. 아람코는 자푸라(Jafurah) 가스전이 2024년 초도 생산을 시작으로
2036년 일일 2.2Bcf의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103) 사우
디아라비아는 2030년 총 23Bcf/d의 천연가스 생산 능력을 확보하여 천연가
스 순수출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04)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천연가
스 생산량이 기대 이하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피치솔루션즈(Fitch
Solutions)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비전통 가스전 개발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 증가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기술 및 자금의 한계로 인
해 단기적으로 전체 천연가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105) S&P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통 가스전 개발이 높은 황 함유
율, 깊은 채굴 위치 등으로 경제성이 낮아 실패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
서, 자푸라 가스전도 유사한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106)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내 수요 대비 부족한 천연가스 생산량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천연가스 관련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대
표적인 예로 아람코는 2019년 5월 미국의 셈프라 에너지(Sempra Energy)가
추진하고 있는 아서(Arthur) LNG 제1항의 지분 25%를 인수하고, 여기에서
102) “Analysis: Saudi Arabia unlikely to become gas exporter even with $110 billion Jafurah
field investment”(2020. 2. 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0).
103) Ibid.
104) “Saudi Arabia’s Gas Tank Is Running Low”(2019. 4.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0).
105) Fitch Solutions(2021c), p. 16.
106) “Analysis: Saudi Arabia unlikely to become gas exporter even with $110 billion Jafurah
field investment”(2020. 2. 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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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된 LNG 중 연간 500만 톤을 수입하는 계약도 함께 체결하였다.107)

3) 수소 및 탄소 포집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탄소순환경제 추진의 일환으로 수소의 생산 및 수
출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람코는 풍부한 원료를 강점
으로 하여 블루수소 생산 및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탄소를 공
기 중에서 직접 포집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도 확대하면서 기존 탄소 포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블루수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108) 아람
코는 수소와 질소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안전하게 보관 및 운반할 수 있는 암모니아를 수소의 운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자 한다. 아람코는 이미 사빅과 함께 지난 9월 일본에 블루 암모니아 40톤을
수출하는 등의 성과도 달성하였다.109)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그린수소 생산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자국
의 전력기업인 ACWA파워를 주축으로 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사우
디아라비아는 2020년 8월 네옴(NEOM) 시티에 그린수소 생산설비를 건설
하기 위한 5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110) 해당 프로젝트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ACWA파워, 미국의 에어프로덕츠(Air Products & Chemicals)
가 태양광 및 풍력으로 만든 4GW 규모의 전력을 통해 2025년까지 하루
65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11) 압둘아지즈 빈 살만
(Abdulaziz bin Salman)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2021년 1월 미래투자이니
셔티브에서 자국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할 것이며, 그린수소 부문 육성

107) “Sempra LNG And Aramco Services Company Sign Heads Of Agreement For Port Arthur
LNG” (2019. 5. 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5).
108) 「사우디 아람코, LNG수출보다 블루수소 수출」(2021. 3. 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
109) Ibid.
110) KAPSARC(2020), p. 3.
111) MEED(2021b), p.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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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각국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하였다.112)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린수소 개발에 대한 의지는 그린수소 생산 시 가격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우디아라비아의 2030년 기준 예상 그린
수소 생산비용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kg당
1.5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현재 그레이수소 생산 비용보다
도 낮은 수준이다(그림 3-5 참고).113)

그림 3-5. 주요 국가별 그린수소 생산비용(2030년 전망치)
(단위: 달러/kg)

자료: “Saudi Arabia’s Bold Plan to Rule the $700 Billion Hydrogen Market”(2021. 3.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5).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사회의 탄소배출 감축에 공조하고자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 생산 및 처리 시설에 CCS 도입을 확대하고 포집된 탄소의 활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람코는 2015년부터 하위야(Hawiyah) 가스 생산설
112) 「‘오일머니’ 사우디도 수소에너지 키운다…제2의 독일 목표」(2021. 1. 2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5).
113) “Saudi Arabia’s Bold Plan to Rule the $700 Billion Hydrogen Market”(2021. 3.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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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연간 80만 톤의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을 갖춘 CCS를 설치하였다.114) 포집
된 이산화탄소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85km 떨어진 우쓰마니야(Uthmaniyah)
유전으로 운반되어 원유회수증진 및 유전의 압력 유지 등에 활용되고 있다.115)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인 사빅의 주베일 에틸렌글리콜
(Ethylene Glycol) 생산설비에도 연간 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
는 CCS가 있으며,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메탄올, 요소 및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등의 생산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116)117) 사빅은 BASF, Linde
등의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과 함께 석유화학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열을 저탄
소 전기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석유
화학 기초유분 생산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스팀 크래커에 고온을 제공하기 위
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주로 석유나 천연가스를 통해 열을 공
급하였다. 사빅은 100% 신재생에너지로 공급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기존 방식 대비 9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118)

4) 디지털 기술
아람코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ㆍ개발ㆍ생산 부문에 디지털 기술을 적
용하여 탄소배출 감축에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스 플레어링(gas
flaring)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감축하는 데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다. 가스 플레어링은 원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유증기를 안전하게 관리하
기 위해 연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람코는 가스 플레어링을 최소화하고

114) Global CCS Institute(2020), p. 51.
115) Aramco, 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2).
116) “Launching the Kingdom’s first carbon capture project”(2015. 8. 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5).
117) CSLForum,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Project/Carbon Dioxide(CO2) Network
Proje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2).
118) “BASF, SABIC and Linde join forces to realize the world’s first electrically heated steam
cracker furnace”(2021. 3. 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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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을 구축함으로써
아람코가 생산하는 가스에서 플레어링이 차지하는 비중을 1% 미만으로 줄였
다. 이에 힘입어 2018년 기준 탐사ㆍ개발ㆍ생산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은 배럴당 10.2kg으로 글로벌 에너지 기업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119)
2019년 11월에는 세계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로 루틴 플레어링(Zero
Routine Flaring by 2030) 이니셔티브 참여를 공식화하였다.120)
아람코는 유전과 정유 및 석유화학 단지에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
여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두고 있다(표 3-7 참고). 즉 아람코는
세계 최대 유전 중 하나인 쿠라이스(Khurais)에 AI, 사물인터넷 등을 통한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력 소비량의 18%, 관리비용의 30%, 검사
시간의 40%를 각각 절감할 수 있었다.121) 또한 아람코는 천해용 검사 및 모
니터링 로봇(SWIM-R: Shallow Water Inspection and Monitoring
Robot)을 개발하여 2017년 현장 검증 및 시연을 하였고 2019년부터 현장에
배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당 로봇은 사람이 직접 잠수복을 입고 검사하는
경우에 비해 위험성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상시적인 검사도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122) 한편 우쓰마니야 가스 플랜트(Uthmaniyah Gas Plant)는 가스
를 에탄, 프로판 등으로 분리 및 회수하는 시설인데,123) 여기에 로봇 및 드론,
IoT 센서, 디지털 헬멧 등의 최첨단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플랜트 내 파이프
라인과 각종 기계류의 점검 시간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었다.124) 아람코
119) Aramco, Saudi Aramco Joins World Bank’s Initiative: ‘Zero Routine Flaring by 2030’,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2).
120) 세계은행은 2015년 4월 ‘2030년 제로 루틴 플레어링’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였으며, 이는 세계 각국
의 정부, 기업, 국제기구 등이 협력하여 2030년까지 루틴 플레어링을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아람코, 사우디 아람코, 세계은행 ‘2030 제로 루틴 플레어링’ 이니셔티브에 동참,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5. 22).
121) 아람코, 기후 변화에 대한 아람코의 순환적 접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2).
122) Aramco, Technology development, In-house technologies. Digitalization,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6. 20).
123) 「현대건설, 中東서 대형공사 단독수주」(2016. 10. 2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0).
124) Aramco, Technology development, In-house technologies. Digitalization, 온라인 자료(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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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20년 코로나19에 의한 저유가로 순이익이 전년 대비 44% 감소한 490억
달러에 그치자 비용 감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을 더욱 가
속화하겠다고 밝혔다.125)

표 3-7. 아람코의 주요 디지털 기술별 활용 방안
주요 디지털 기술
빅데이터 분석

활용 방안
∙ 탄소 배출 및 석유 저장시설 등의 관리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 생산량 예측
∙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IoT 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유정의 데이터 수집

사물인터넷(IoT) ∙ 빅데이터 및 AI와 결합하여 즉각적인 상황 분석
∙ 문제 발생에 따른 실시간 솔루션 제공
∙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사 기능
로봇 및 드론

∙ 누출 조기 탐지, 항공지도, 수중 용접, 환경 모니터링 지원
∙ 접근이 어려운 해상 설비나 파이프라인 등 점검

인공지능
3D 프린팅

∙ 새로운 프로젝트가 구현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측정
∙ 데이터 과학을 통해 정보를 추출하고 관련 데이터 연결 및 종합적인 분석 기능 제공
∙ 복잡한 부품 또는 프로토 타입의 생산을 신속화 및 단순화하여 부품 교체 시간 단축
∙ 원격지의 각종 부품 필요시 활용성 증가

증강현실/가상현실 ∙ 기술자가 구현하기 전에 복잡한 작업을 테스트하도록 훈련
자료: Aramco, Technology development, In-house technologies. Digitaliz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0).

나. UAE
1) 석유화학 및 비료
ADNOC는 2030 전략의 일환으로 석유화학 부문 개발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2018년에는 석유화학 부문에서 세계적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생산
성 향상, 생산 범위 및 규모의 확대를 위한 45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
다. 5년간의 투자 계획은 루와이스(Ruwais) 정유ㆍ석유화학 단지에 대한 투
색일: 2021. 6. 20).
125) “Saudi Aramco hastens digital technology innovation”(2021. 3.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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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ADNOC는 2025년까지 원유 정제능
력을 두 배로 확대하고 석유화학 제품 생산량을 세 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ADNOC는 또한 정유 및 석유화학 부문에서 1만 5,000개가 넘는 고숙련 전
문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GDP를 1% 늘리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126)
ADNOC는 UAE 석유화학 부문 개발을 주도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
하고 전문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
환으로 ADNOC는 2020년 아부다비 국영지주회사 ADQ와 합작회사인 타지
즈(Taziz)를 설립하였다. 타지즈는 세계적인 화학제품 생산 허브이자 산업
생태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타지즈는 타지즈산업화학구
역(Taziz Industrial Chemicals Zone), 타지즈경공업구역(Taziz Light
Industrial Zone), 타지즈산업서비스구역(Taziz Industrial Services Zone)
등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산업화학구역은 화학제품이 생산되는
구역으로 ADNOC와 ADQ는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지원할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투자자 및 파트너를 유치함으로써 세계적 규모의 화학제품을 생산
하고자 한다. 경공업구역에서는 산업화학구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고부가가
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산업이 주를 이룰 예정이며, 산업서비스구역은 타지즈
를 비롯해 루와이스 산업단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127)
파생제품ㆍ전환 단지(Derivatives and Conversion Parks) 조성은 석유
화학 부문 확장을 위한 주요 계획으로 꼽힌다. 타지즈는 루와이스 파생제품
단지(Ruwais Derivatives Park) 개발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126) “ADNOC details Ruwais downstream growth plans”(2018. 5. 23), 온라인 자료; “ADNOC
sees ‘considerable’ interest in $45bn downstream expansion plan”(2018. 5. 23),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3. 26).
127) Taziz, Who We A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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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개발 단계에 투입되는 50억 달러 중 30억 달러가 화학 프로젝트에 투
자될 예정이며, 20억 달러는 항만 및 인프라 시설 개발에 투자될 예정이다.
ADNOC에 따르면 타지즈의 투자가 가능한 잠재적 프로젝트로는 클로르-알
칼리(Chlor-Alkali), 이염화에틸렌(Ethylene Dichloride), 말레산무수물
(Maleic Anhydride), 메탄올(Methanol), 암모니아(Ammonia), 이소프로
필알코올(Isopropyl Alcohol), 엘라스토머(Elastomers) 관련 프로젝트 등
이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 건설, 인프라, 소비재,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128)

표 3-8. 타지즈의 유망 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

최종 용도

클로르-알칼리

수처리, 야금, 직물

이염화에틸렌

주택, 인프라, 소비재

말레산무수물

배관, 건설, 대형 수송

메탄올

에너지, 소비재, 제약

암모니아

농업, 의류, 에너지

이소프로필알코올

보건의료, 화장품

엘라스토머

자동차, 접착제, 식품 생산 및 보관

자료: ADNOC, “ADNOC and ADQ Launch Taziz Joint Venture to Drive Growth in UAE Chemicals Secto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29).

아부다비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플라스틱 산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아부다
비는 칼리파산업단지(KIZAD: Khalifa Industrial Zone)에서 연 30만~40
만 톤의 플라스틱 생산능력을 구축할 계획이다.129) 2019년에는 UAE 폴리머
산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할 KIZAD 폴리머 단지(KIZAD Polymers
128) “Adnoc and ADQ target $5bn worth of projects in Ruwais derivatives park”(2020. 11. 11),
온라인 자료; ADNOC, “ADNOC and ADQ Launch Taziz Joint Venture to Drive Growth in
UAE Chemicals Sector,”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3. 29).
129) Fitch Solutions(2021g),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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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가 조성되었다. KIZAD 폴리머 단지에서는 포장재, 건설용품, 반제품
과 같은 산업용 제품을 비롯해 가정용품, 농업 및 위생용품 등의 다양한 폴리
머 제품이 생산될 예정이다. 아부다비는 KIZAD 폴리머 단지에 원자재부터 생
산 시스템, 기술지원, 유통 및 물류까지 포괄하는 폴리머 생태계를 구축할 계
획이다. KIZAD 폴리머 단지는 UAE의 주요 성장동력이 되어 2025년까지
7,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GDP 25억 달러 증가에 기여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KIZAD 폴리머 단지의 잠재 수출 규모는 연 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130)
UAE의 석유화학산업은 ADNOC의 자회사인 보르쥬(Borouge)가 주도하
고 있다. ADNOC는 1998년 오스트리아 화학 기업인 보레알리스(Borealis)와
함께 합작기업 보르쥬(Borouge)를 설립하고 자국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도모
하고 있다.131) 보르쥬는 기후변화, 에너지 절약, 보건의료 및 폐기물 관리와 같
은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여 인프라, 자동차, 포장재 등에 적용될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플라스틱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
다.132)
보르쥬는 루와이스 산업단지 내에 3개 생산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2001년
보르쥬 1단지가 연간 각각 60만 톤의 에틸렌과 폴리에틸렌 생산용량을 갖추
고 가동을 시작한 이후 2010년 45억 달러 규모의 보르쥬 2단지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 이를 통해 연간 140만 톤 생산용량의 에탄크래커와 54만 톤의
폴리에틸렌, 80만 톤의 폴리프로필렌 생산시설이 구축되었다.133) 이후
2015년에 보르쥬 3단지에서의 생산이 시작되면서 에틸렌 총 생산 규모는 연
130) Fitch Solutions(2021g), p. 20; KIZAD, “KIZAD launches Polymers Park to capitalise on
USD 500 million polymers and plastics export marke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3).
131) 지분율은 ADNOC가 60%, 보레알리스가 40%이다. Borouge, About U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9).
132) Borouge, About Us, Profil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26).
133) Fitch Solutions(2021g), p. 30; “Borouge petrochemicals”(2017. 5.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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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UAE 석유화학 단지 내 주요 화학제품 생산용량
(단위: 천 톤/연)

에틸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보르쥬1

600

600

0

보르쥬2

1,400

540

800

보르쥬3

1,500

1,430

960

합계

3,500

2,570

1,760

자료: Fitch Solutions(2021g), p. 20.

350만 톤,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생산은 각각 257만 톤, 176만 톤으로
확대되었다. 2018년에는 연 50만 톤 생산능력을 갖춘 폴리프로필렌 플랜트
인 PP5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PP5는 보르쥬 3단지에 통합되며
2021년 완공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UAE는 보르쥬 4단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2017년 보르쥬는 에틸렌 연 180만 톤 생산용량의 세계 최대 규모
MFC(Mixed Feed Cracker)를 기반으로 하는 보르쥬 4단지 조성 계획을 발
표하였다. 이를 통해 연간 250만 톤의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루와이스 시설 내 정제 생산능력도 일일 92만
2,000배럴에서 2025년까지 150만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르쥬는
2019년에 이탈리아 기업 마이레 테크니몽(Maire Tecnimont)과 FEED
(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월리파슨스
(WorleyParsons), 테크닙FMC(TechnipFMC)와 각각 PMC(Project
Management Contract),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134) 보르쥬의 이러
한 프로젝트 추진은 생산용량 확대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 범위
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UAE는
루와이스 산업단지를 더욱 통합되고 발전된 형태의 정유ㆍ석유화학 복합단
134) Fitch Solutions(2021g), p. 6, p. 24, p. 31; Borouge, About Us, Pla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6); Borealis, “Borouge awards contracts for the world’s largest mixed feed
cracker for Ruwais petrochemical compl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4); “UPDATE:
Adnoc to move ahead with Borouge 4”(2017. 7.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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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개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료 부문도 UAE 석유산업의 주요 부문 중 하나로, 2019년 ADNOC
가 소유한 퍼틸(FERTIL: ADNOC Fertilizers)이 네덜란드 비료 및 화학회사
인 OCI와 합작회사인 퍼티글로브(Fertiglobe)를 설립하였다. 1980년 농업
용 요소(urea) 생산을 위해 설립된 퍼틸은 ADNOC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원료(feedstock)로 이용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퍼틸
은 루와이스 산업지구 내 2개의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 플랜트인
FERTIL-1은 1983년 암모니아와 요소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두 번째 플랜트
인 FERTIL-2는 2013년 가동에 들어갔다. 두 개 플랜트를 통해 연 120만 톤
의 암모니아와 210만 톤의 요소 생산이 가능하다. 퍼티글로브는 지역 내 최
대 질소비료 생산기업으로 UAE를 비롯해 이집트와 알제리에도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500만 톤의 요소와 150만 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다.135)

2) 천연가스
UAE는 2030년까지 천연가스의 자급자족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UAE
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0년 500억 입방미터에 달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를 보였으며 2020년 기준 554억 입방미터를 기록하였다(그림 3-6 참고). 그
러나 천연가스 소비 규모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8년 소비량이 생산
량을 넘어서면서 UAE는 천연가스 순수입국이 되었다. UAE의 천연가스 수입
은 2007년 돌핀 파이프라인(Dolphin Pipeline)을 통한 가스 수송이 시작되
면서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2005년 106억 입방미터를 기록했던 수입 규모는
135) 이집트에는 EFC(Egyptian Fertilizers Company), EBIC(Egypt Basic Industries Corporation)
등 2개의 생산시설이 있으며, 알제리에는 1개(Sorfert)의 생산시설이 있다. Fertiglobe, About,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4); OCI, Operations, Fertiglob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5);
“Abu Dhabi’s ADNOC, OCI partner to create MENA’s largest fertilizer producer”(2019. 6.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5); Fitch Solutions(2021g),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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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UAE의 천연가스
생산 및 소비 추이

그림 3-7. UAE의 천연가스
수출입 추이

(단위: 십억 입방미터)

(단위: 십억 입방미터)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all data,
1965-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

자료: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20, Data
downloa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

2013년 290억 입방미터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 225억 입방미터
수준을 보였다(그림 3-7 참고).136)
UAE의 천연가스는 상당 부분이 사워 가스(Sour Gas)로 UAE에서는 사워
가스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워 가스 개발은 일반 가스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더 까다로운 공정이 필요하다. 또한 가스에 다량의 황
화수소와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어 기계 및 인프라가 쉽게 부식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UAE의 경우 천연가스 수입에 계속 의존하기보다는 자국 내 가스
를 개발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이점을 가지며 가격 경쟁력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UAE는 주요 유황 생산국으로 사워 가스 개발을 통해 유황을
생산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가스전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137)
ADNOC는 사워 가스 개발 경험을 꾸준히 축적해왔는데 2010년 샤
(Shah) 가스전 개발을 위해 미국의 옥시덴탈 페트롤륨(OXY: Occidental
13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all data, 1965-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20, Data downloa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
137) Fitch Solutions(2021f),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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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leum)과의 합작회사인 ADNOC Sour Gas를 설립하였다. ADNOC
Sour Gas는 2030 전략의 주요 기업 중 하나로 UAE 천연가스의 약 12%를
공급하고 있다. ADNOC Sour Gas가 운영하는 샤 가스 플랜트는 일일 12억
8,000만 입방피트의 가스와 연 420만 톤의 유황 생산이 가능하며, 가스 처리
시설과 유황 과립 플랜트를 포함하고 있다. ADNOC Sour Gas는 세계 최대
과립유황 생산기업으로 전 세계 생산의 약 5%를 담당하고 있다. 생산된 과립
유황은 수출을 위해 철도로 루와이스 터미널로 수송된다. ADNOC Sour
Gas는 유전 탐사 및 생산부터 수송 및 저장, 정제 및 판매 부문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138)
이와 더불어 ADNOC는 대규모 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가
샤 메가 프로젝트(Ghasha Mega-Project)는 세계 최대 해상 사워 가스 개발
프로젝트로 하일(Hail), 가샤(Ghasha), 달마(Dalma), 나스르(Nasr), 사르브
(Sarb), 무바르라즈(Mubarraz) 등의 가스전이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ADNOC
는 프로젝트에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사워 가스 개발의 선진기술 수
용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하였다. ADNOC는 2018년 이탈리아
ENI, 독일 빈터샬(Wintershall), 오스트리아 OMV와 각각 지분율 25%,
10%, 5%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기간은 2018년 11월 기준 40년으로,
이를 통해 ADNOC는 가스 개발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가치 활용을 최대
화하고자 한다. 가샤 메가 프로젝트를 통한 천연가스 생산량은 일일 15억 입
방피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UAE 내 200만 가구 이상에 전기를 공
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39)
이외에도 UAE에서는 2030 전략의 일환으로 비전통 가스 개발이 이루어
138) ADNOC, Our Business, ADNOC Sour Gas, About Us, Delivering Resources,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5. 17).
139) ADNOC, Our Projects, Ghasha Mega-Project, 온라인 자료; “OMV joins Eni and Wintershall
as partner in ADNOC’s mega project”(2018. 12. 19), 온라인 자료; “Lukoil enters UAE with
5% Ghasha interest”(2019. 10. 15),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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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ADNOC는 개발되지 않은 자원의 가치 극대화를 추진하며 2016년
비전통 가스 탐사 프로그램(Unconventional Gas Exploration Program)을 시
작하였다. 2018년 11월에는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TOTAL)과 지역 최초
의 비전통가스 탐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루와이스 디얍 비전통
가스전(Ruwais Diyab Unconventional Gas Concession) 개발을 위한
것으로 ADNOC와 토탈이 각각 지분 60%, 40%를 보유하였다(표 3-10 참고).
2020년 11월 첫 비전통 가스가 생산된 가운데, 루와이스 디얍 비전통 가스전
을 통해 2030년 이전에 일일 10억 입방피트의 가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2월에는 아부다비와 두바이 경계에서 매장량 80조 입방
피트의 대형 가스전이 발견되었다. 이는 2005년 이래 발견된 가스전 중 세계
최대 규모로 ADNOC와 두바이공급청(DUSUP: Dubai Supply Authority)
이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ADNOC가 비전통 가스 자원을 추가적으로 발굴하
고 지속적인 리스크 완화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따라 UAE의 비전통 가스 생산
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140) UAE의 천연가스 개발은 자국 내 수
요를 충족시키고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하는 등 산업 발전 추진을 위해서도 중
요한 사안이다. 또한 천연가스는 원유에 비해 탄소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으
며, 수소 개발에도 활용되므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 부문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140) ADNOC, Our Projects, Unconventional Ga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4); “ADNOC
delivers first shale gas from the UAE”(2020. 11.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4); CSIS,
“Gulf Gas Projects Still a Priority despite High Cos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4);
“UAE finds 80 tcf gas field, the world’s biggest since 2005”(2020. 2.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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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UAE 주요 천연가스 개발 계획
참여기업(지분율)
샤 가스전 개발

ADNOC Sour
Gas

주요 내용
 일일 12억 8,000만 입방피트의 가스 및 연 420만
톤의 유황 생산 가능
 가스 처리 시설과 유황 과립 플랜트 포함
 세계 최대 해상 사워 가스 개발 프로젝트

ENI(25%),
가샤 메가 프로젝트

빈터샬(10%),
OMV(5%)

 하일, 가샤, 달마, 나스르, 사르브, 무바르라즈 등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천연가스 생산량 일일 15억 입방피트 예상
 200억 달러 투자 계획

루와이스 디얍 비전통

ADNOC(60%),

가스전 개발

토탈(40%)

 2020년 11월 첫 비전통 가스 생산
 2030년 이전 일일 10억 입방피트 가스 생산 가능할
것으로 전망

자료: ADNOC, Our Business, ADNOC Sour Gas, About U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7); ADNOC, Our
Projects, Ghasha Mega-Proje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1); ADNOC, Our Projects, Unconventional
Ga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4); “ADNOC delivers first shale gas from the UAE”(2020. 11.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4).

3) 수소 및 탄소 포집
UAE는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수소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나
서고 있다. 2021년 1월 ADNOC, 무바달라(Mubadala) 투자회사, 그리고
아부다비 국영지주회사인 ADQ는 아부다비수소동맹(Abu Dhabi Hydrogen
Alliance) 결성을 위한 MOU 체결을 발표하였다. 아부다비수소동맹은 아부
다비가 그린 및 블루수소 시장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UAE에 실질적인 그린수소 경제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동맹은 유틸리티, 모빌리티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수소 도입
및 활용을 활성화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수소 수
요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아부다비가 안전한 수소 공급처이자 운송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41)
141) Mubadala, “Mubadala, ADNOC and ADQ form alliance to accelerate Abu Dhabi
Hydrogen leader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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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UAE는 2021년 11월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에서 저탄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국가 청사진인 수소 리더십 로드맵
(Hydrogen Leadership Roadmap)을 발표하였다. 수소 리더십 로드맵은
수소 및 파생품 등의 수출을 통한 가치창출 원천 발굴, 저탄소 철강 등을 통한
새로운 수소 사업 기회 창출, 2050년 넷제로 목표에의 기여 등 세 가지 핵심
목표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UAE는 2030년까지 세계 수소 시장 점유율의
25%를 차지한다는 계획이다.142)
아부다비수소동맹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을 추진하는 가운데
ADNOC는 블루수소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ADNOC는 풍부한 가
스 자원과 첨단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소 용량을 확대하고자 한다. ADNOC
는 루와이스 산업단지에서 연간 약 30만 톤의 수소를 생산 중이며 향후 그 규
모를 50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다.143) 2021년 5월 ADNOC는 생산용량 연
1,000킬로톤 수준의 세계적 규모의 블루 암모니아 생산시설을 루와이스에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ADNOC는 블루수소 개발과 암모니아 산업
발전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블루수소를 비롯해 운반체로서 암모니아에 대
한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144)
그린수소와 관련해서는 무바달라가 독일의 지멘스(Siemens)와 협력을 추진
하고 있다. 무바달라는 지멘스와 그린수소 및 합성연료 생산, 첨단기술 개발, 장
비 제조 등에서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무바달라가 소유하고 흔히 마

142) “UAE announces Hydrogen Leadership Roadmap, reinforcing Nation’s commitment to
driving economic opportunity through decisive climate action”(2021. 11. 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2. 21).
143) “Mubadala, ADNOC and ADQ form alliance to grow green hydrogen economy in the
UAE”(2021. 1. 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 “UAE’s ADNOC plans for ‘world-scale’
blue ammonia production facility in Ruwais”(2021. 5. 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0); 서상현(2021), 간담회 발표자료.
144) 블루 암모니아는 천연가스 공급원료에서 추출된 질소와 블루수소로 만들어진다. 암모니아는 운송,
발전 부문을 비롯해 철강, 시멘트, 비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저탄소 연료로 사용된다. ADNOC,
“ADNOC to Build World-Scale Blue Ammonia Proje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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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다르(Masdar)로 불리는 아부다비미래에너지공사(ADFEC: 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가 실제적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마스
다르는 지멘스와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아부다비 마스다르 시티(Masdar City)에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멘스는 이미 두바이에서 그린수소 시범사업을 진행하
고 있는데, 두바이에서는 두바이수전력청(DEWA: 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2020 두바이 엑스포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
젝트는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마크툼 솔라파크(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Solar Park)에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최초의 태양 에너지 기반 그
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생산용량은 일일 240kg 수준이다.145)
한편 ADNOC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석유회수증진을 통해 추가적 가스
사용을 줄이고 석유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ADNOC는 2016년 마스다르
와 함께 탄소 포집 및 저장을 위한 합작회사인 알 레야다(Al Reyadah)를 설
립하였으며 루마이싸(Rumaitha) 유전에서 이산화탄소 주입을 시험하였다.
시험이 성공을 거두면서 2016년 11월 알 레야다는 상업적 규모의 첫 번째
CCUS 시설을 개시하였다. 알 레야다 시설은 UAE 최대 철강회사인 에미리
트 스틸(Emirates Steel)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최대 80만 톤의 이산화탄소 포집이 가능하다. 알 레야다 시설은 무사파
(Mussafah) 산업지역 내 에미리트 스틸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압축, 탈수 과정을 거쳐 파이프라인으로 루마이싸,
밥(Bab) 유전 등으로 보내져 천연가스 대신 석유회수증진에 이용된다.
ADNOC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 포집 규모를 늘리려는 2030 지속
가능 어젠다에 따라 CCUS 시설을 확장해가는 중이다. CCUS 프로그램 1단
계인 알 레야다 시설에 이어 2단계 계획으로 가스 처리 플랜트로부터 탄소를
포집하는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번째 CCUS 시설은 2025년 가동
145) Mubadala, “Mubadala and Siemens Energy sign MoU to accelerate green hydrogen
capabilities in Abu Dhab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 MEED(2021a),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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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Emirates
Global Aluminium)에서의 이산화탄소 포집 가능성도 검토되는 등 향후 탄
소 배출이 큰 산업에서의 탄소 포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146)

4) 디지털 기술
국제유가 하락,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석유산업에서의 디지털 기
술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안전과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이 고조되면서 UAE 석유산업에서의 디지털화
가 가속화되고 있다. ADNOC는 2017년 최첨단 기술 플랫폼인 파노라마 디
지털 관제 센터(Panorama Digital Command Center)를 본사에 설립하였
다. 파노라마 디지털 관제 센터는 자회사 및 합작투자사 등 그룹 전반의 실시
간 정보를 집계하고 스마트 분석 모델,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147)
또한 ADNO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 및 해상 3차원 탄성파 탐사(3D
Seismic Survey)를 추진하고 있다. ADNOC는 아부다비 전역에서 탐사를
추진하면서 복잡한 지표면 구조의 고해상도 3차원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기
술을 적용하고자 한다. 해상에서는 탐사선과 해저면 노드(ocean bottom
nodes)가 활용되며 육상에서는 광대역 주파수 바이브레이터 트럭이 사막지대
를 탐사한다. 탐사 데이터는 ADNOC의 타마마지질협력센터(Thamama
146) “Abu Dhabi inaugurates carbon capture plant”(2016. 11. 6), 온라인 자료; ADNOC,
Sustainability, Energy for Environment Protection, 온라인 자료; Global CCS Institute,
Facilitie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20); Fitch Solutions(2021f), p. 16.
147) ADNOC는 파노라마 센터로 세계 최대 규모 해양플랜트 박람회인 OTC(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에서 2021년 우수업적상(Distinguished Achievement Award)을 수상하였다.
ADNOC는 파노라마 센터를 통해 석유산업 전체 가치사슬에 걸쳐 통합적으로 디지털화를 시도했다
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DNOC, “ADNOC Wins Industry Technology
Award for its Panorama Digital Command Cent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4); OTC,
Awards, Past OTC Distinguished Achievement Award Winners(Companies,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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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urface Collaboration Center)로 수신되는데, 센터는 지질의 정적 및
동적 모델을 구축하고 잠재적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특정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첨단기술의 도입은 탐사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향
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DNOC가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148)
가샤 메가 프로젝트는 운영자, 기술자, 현장 인력 등이 프로젝트 전반에 걸
친 주요 활동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모든 운영 부문에서 스마트 기술
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디지털 접근 방식은 작업 절차를 최적화하고 데
이터 통합을 강화하며 실시간 의사결정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샤 메가 프
로젝트는 알 마나이프(Al Manayif)에 위치한 중앙통제센터에서 원격 시설들
을 관리하면서 기술인력은 개입이 필요할 경우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이는 모든 육상 및 해상 작업을 통제할 수 있는 중동지역 최
대 자동화 통제 시스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세계 최초로
100% 무인으로 해상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첨단 센서, 드론, 검
사 로봇 등을 사용하며 마이크로 칩이 장착된 선박을 육상에 위치한 중앙 통
제실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주요 장비에 대한 예측적 유지 보수를 위해 인공
지능을 활용하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도 적용할 예정이다.149)
한편 ADNOC는 2020년 UAE 현지에 기반을 둔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
업인 Group 42(G42)와 합작회사인 AIQ를 출범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수준
의 데이터 과학자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구성된 G42의 전문성을 석유산
업에 도입하기 위한 시도이다. ADNOC 지분 60%, G42 지분 40%로 이루어
진 AIQ는 AI 제품 개발 및 상용화와 석유산업에 대한 적용에 중점을 둘 계획
이다. ADNOC는 G42와의 합작회사를 통해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148) ADNOC, Our Projects, 3D Mega Seismic Surve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3).
149) ADNOC, Our Projects, Ghasha Mega-Project, At the Forefront of Digitization,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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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솔루션 개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솔루션은 ADNOC의
공정을 최적화하고 수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ADNOC는 AI 및 기술 주도 산업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다.150)

3. 부문별 강점 및 위험요인 분석
가. 사우디아라비아
1) 석유화학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 부문은 풍부한 천연가스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
로 범용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었다. 현지의
석유화학기업은 저렴한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2030년 석
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 추정치도 2019년 대비 각각 15.6%, 45.3%로 늘어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도 가능할 전망이다(그림 3-8,
그림 3-9 참고). 최근 아람코의 사빅 지분 인수를 통해 석유화학 부문의 수직계
열화가 이루어지면서 비용 절감 및 원재료 수급의 용이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
대된다. 정부 차원에서 석유화학을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주요 육성 부문으
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 및 금융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
도입 및 생산설비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생산 효율성도 향상되었다.
2021년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
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기업의 성장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150) G42, “ADNOC and G42 Launch AIQ, an AI JV for the Oil & Gas Industr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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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 전망

주: 2019~20년은 추정치, 2021년부터 전망치.
자료: Fitch Solutions(2021c), p. 11.

그림 3-9. 사우디아라비아의 천연가스
생산 전망

주: 2020년은 추정치, 2021년부터 전망치.
자료: Fitch Solutions(2021c), p. 14.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제품 중 범용제품 비중이 높
아 스페셜티 및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주요 약점으로 볼 수 있다. 석유화학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경우, 현지인 의무 고용 및 현지화 제도를 준수해야 하는 점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한다(표 3-11 참고). 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 사
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에너지 보조금 축소 등은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위험요
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아람코는 향후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2020년 10월 얀부 지역에 건설하고자 했던 COTC(Crude Oil to
Chemicals)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151) 해당 프로젝트는
200억 달러를 투자해 2025년 완공 시 연간 900만 톤의 석유제품 생산이 가
능한 전 세계 최대 COTC 프로젝트로 알려졌으나 국제 석유 및 석유화학제
품 공급 과잉 논란, 배당금 지급을 위한 현금 마련 필요 등의 이유로 사업 진

151) “Aramco Shelves $20 Billion Petrochemical Plan After Oil’s Crash”(2020. 9. 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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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불투명해진 것이다.152) 아람코와 토탈의 합작투자기업인 SATORP
(Saudi Aramco Total Refining & Petrochemical Company)도 기존에
설립된 주베일 정유공장에 통합된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는 50억 달러의 프
로젝트를 투입 자본 부족을 이유로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153) 사우
디아라비아 정부가 202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석유
화학을 비롯한 산업 부문 공급원료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할 가능성도 제기되
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6년 이후 재정 적자 심화로 자국 내 원
료, 연료, 전력 등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을 축소해왔다. 그리고 2020년 코로
나19로 역성장을 기록하자 추가적인 에너지 보조금 축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제품의 가격경쟁력
은 이전보다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154)

2) 수소 및 탄소 포집
사우디아라비아는 블루수소뿐만 아니라 그린수소 생산 부문에서도 역내
가격경쟁력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규모의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과 석유화학제품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블루수
소 생산 부문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CCS 설비를 확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블루수소를 생산하여 2020년
에 일본으로 수출한 경험도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
아는 2030년까지 전력의 50%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태양광, 풍력 등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155) 이는 그린수소
152) “Aramco Shelves $20 Billion Petrochemical Plan After Oil’s Crash”(2020. 9. 3),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1. 7. 2); “Saudi Aramco, SABIC to reassess plans for Yanbu crude to
chemicals complex”(2020. 10. 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
153) MEED(2021b), p. 174.
154) Fitch Solutions(2021e), p. 8.
155) “‘We will be pioneering’: Saudi Arabia reveals 50% renewables goal by 2030, but is that
realistic?”(2021. 1.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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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수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탄소 배
출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수소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 전망은 사우디아
라비아의 수소 부문과 관련해 주요 기회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소 생산, 유통, 활용 측면에서 원천 기술을 확보
하지 못하였으며, 관련 기업도 부족해 해외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다.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체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있는 것은 향후 수소 생산 부문에
서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2030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린
수소 생산 가격은 kg당 1.5달러 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주
요 수요처인 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로의 운송 비용이 이를 초과할 수 있어
향후 이를 줄이지 못할 경우 공급 가능 지역이 제한적일 수 있다.156) 그리고
수송 부문에서 수소와 대체 관계에 있는 전기차 보급 확대 및 효율성 향상도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디지털 기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산업 내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고 있
어 관련 산업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2019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
유 및 천연가스 부문 AI 시장 규모는 5,718만 달러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
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21.9%)을 차지하였다.157) 사우디아라비아 AI 시장의
2016~26년 연평균성장률(CAGR)은 9.3%로 역내에서 가장 높으며, 2026년
기준 시장 규모는 1억 280만 달러, 역내 비중은 22.1%로 각각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그림 3-10 참고).158)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 기술 도
입에 따른 비용 하락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산업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주요
156) Hydrogen Council, McKinsey & Company(2021), p. 24.
157) Zion Market Research(2020), pp. 31-32.
158) Ibid.,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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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딥러닝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이전보다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
당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에너지 기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보
다 향상된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림 3-10.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산업 AI 시장 규모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자료: Zion Market Research(2020), p. 32.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의 디지털 오일필드 또는 IoT, 드론, AI 관련 기술 수
준이 높지 않은 것은 주요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수소 부문과 마찬가
지로 해외기업의 현지 진출 및 합작투자 등의 형태로 석유 부문 디지털 전환
관련 협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의 디지털화가 가속
화되면 이에 대한 사이버 테러 등이 증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1년 7
월에는 해킹으로 아람코 기업 데이터 일부가 유출되기도 하였다.159) 아람코 서
버 및 PC에 대한 외부 공격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석유 시설의

159) “Saudi Aramco Confirms Data Leak After Reported Cyber Ransom”(2021. 7.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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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가 확대되면서 보안에 취약성이 드러날 경우 이는 석유 생산 차질 등
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상의 부문별 강점과 위험요인에 관한 내용은 [표
3-11]에 정리하였다.

표 3-11.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산업 경쟁력 분석
부문

강점요인

위험요인
 현지인 고용 및 로컬 콘텐츠 등과 관련한
제도 강화

 풍부한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 낮은
채굴 비용,
공통

 ‘사우디 비전 2030’ 추진을 위한 석유산업
개발 의지, 정책 및 금융 지원 확대
 정부의 재정 수입 증가에 따른 재원 조달
가능성 증가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유 및
천연가스 등 공급원료에 대한 보조금 추가
축소 가능성
 탄소순환경제 관련 목표 및 이행 계획의
구체성 부족
 코로나19 장기화 또는 변이 발생 등에
따른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
심화, 탄소세 또는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아람코의 사빅 인수에 따른 석유산업
석유
화학

수직계열화

 COTC 개발 난항

 글로벌 경기 회복 과정에서 석유화학제품

 에탄 공급 부족에 의한 생산원가 증가 및

 블루수소 생산 및 수출 경험
수소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생산 단가로 인한
탄소

그린수소 부문의 높은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성

포집  각국의 탄소 배출 축소를 위한 규제 강화
및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
 다양한 유전 및 가스전, 석유산업 설비 등
디지털

비중

 높은 가격경쟁력
수요 증가

및

 스페셜티 및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낮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설비 풍부

기술  석유산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디지털화
수요 증가 및 도입 비용 감소

석유화학제품의 공급 과잉
 수소 생산, 유통, 활용 측면에서 원천 기술
및 관련 기업 부족
 타국의 다양한 수소 생산 기업 등장 및
기술 발전
 수송 부문에서 대체 관계에 있는 전기차
보급 확대
 디지털 오일필드 또는 IoT, 드론, AI 관련
기술력 부족
 석유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험 증가

자료: 본문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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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UAE
1) 석유화학
UAE는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개방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환경은 UAE의 석유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UAE는 풍부한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
힌다. UAE의 석유 및 가스 생산은 유전 및 가스전 개발 확대, 석유회수증진
기술 향상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 생산량
은 2022년 전년 대비 10.3% 증가한 일일 426만 배럴을 기록한 이후 2024년
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11 참고). 가스 생산량도
ADNOC의 생산 증대 노력에 힘입어 2025년까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
로 전망된다(그림 3-12 참고).160)

그림 3-11. UAE의 석유 생산 전망

주: 2019~20년은 추정치, 2021년부터 전망치.
자료: Fitch Solutions(2021f), p. 14.

그림 3-12. UAE의 가스 생산 전망

주: 2020년은 추정치, 2021년부터 전망치.
자료: Fitch Solutions(2021f), p. 17.

160) Fitch Solutions(2021f), p. 14,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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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석유 및 가스 자원은 석유화학 부문의 발전 기반으로, UAE는 저렴
한 가격으로 공급원료(feedstock)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석유
산업 다각화를 위해 석유화학 부문 개발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UAE 석유 자원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아부다비는 석유화학 시설을 수용
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를 구
축하는 등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부다비뿐 아니
라 두바이 등 다른 에미리트에서도 석유화학 부문 투자 유망성이 주목받고 있
는데, 두바이는 제벨 알리(Jebel Ali)와 같은 우수한 항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아부다비와 함께 UAE의 석유화학 허브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샤르자의
함리야 자유지대(Hamriyah Free Zone), 라스 알 카이마 자유무역지대 등
이 비용 측면에서 강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UAE 유전 다수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였고 매장된 가스 대부분이 사
워 가스로 탐사 및 개발 비용이 높은 점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가스 생산
량은 상당하나 대량으로 재주입되어 시장성 있는 생산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
가된다. 석유와 가스 매장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석유화학 생산용량이 작은
규모이며 석유화학 제품 포트폴리오가 한정적인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UAE
는 기초유분에서 강점이 있으나 고성능 스페셜티 제품 생산은 부족한 상황이
다. UAE의 석유화학 생산 설비는 대부분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에탄을 원료
로 하는 에탄 분해 설비(ECC: Ethane Cracking Center)인데, ECC는 에틸
렌을 주로 생산하므로 제품을 다양화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이외에도 미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석유화학 생산용량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는 UAE 석
유화학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수소 및 탄소 포집
UAE는 수소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저비용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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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한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암모니아, 제철 등 에너지 집약적 산
업에서 이미 수소 생산시설 구축을 시작하였다. 또한 천연가스 시설이 잘 갖
추어져 있어 이를 수소 운송에 적합한 방식으로 변경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 기존 인프라 시설과 대규모 CCUS 능력 덕분에 UAE는 저비용
의 블루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1월 ADNOC의 알
자베르 CEO는 UAE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블루수소의 최대 생
산국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161) 블루수소 개발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2021년 8월 UAE는 처음으로 일본에 블루 암모니
아를 판매하였다. 가격이나 판매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
으나 ADNOC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블루 암모니아 판매 가격은 그레이 암모
니아보다 소폭 할증된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추산된다.162)
UAE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수소 생산에서도 강점을 가질 것
으로 예상된다. Fitch Solutions에서 발표한 2020 그린수소지수(Green
Hydrogen Index) 순위에 따르면 UAE는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중 1위(세
계 19위)를 기록하며 그린수소 개발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UAE의
재생에너지 생산용량,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규정 등은 그린수소 개발 가
능성을 더욱 높여준다.163)
그린수소 개발과 관련해서는 일사량, 재생에너지 생산 규모, 균등화발전비
용(LCOE: Levelized Cost of Energy) 등이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 2019년
기준 UAE는 GCC 국가 중 태양 에너지 설비용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161) “UAE Aims to Become Blue Hydrogen Powerhouse to Cut Emissions”(2021. 1. 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9).
162) ADNOC, “ADNOC and Fertiglobe Partner to Sell UAE’s First Blue Ammonia to Japan’s
Itoch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
163) 그린수소지수(Green Hydrogen Index)는 그린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지
수로 100점 만점 기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린수소 개발에 대한
시장 매력도를 정량화하여 순위를 매기며, 위험(Risks)과 보상(Rewards)으로 평가 항목이 나뉜다.
위험과 보상 부문 간 균형을 기반으로 하여 최종 수치를 산출한다. Fitch Solutions(2021b),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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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AE의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태양 에너지로 특히 태양광 설비용량이
2017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 498MW를 기록했던 태양광 설
비용량은 2019년 1,818MW, 2020년 2,439MW로 증가하였다.164) UAE는
지역 내에서 에너지 전환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는 국가 중 하나로 2015년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보조금을 받지 않은 태
양광 발전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UAE에서는 대규
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2019년 1.2GW 규모 스
웨이한(Sweihan)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 2GW 알 다프라(Al
Dhafra) 태양광 프로젝트가 2022년 완료될 예정이다.165)
이외에도 UAE는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 폐기물 수소화(Waste-toHydrogen)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내 수소 발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UAE는 GCC 지역 첫 원자력 발전소인 바라카(Barakah) 원자력 발전소를 보
유하고 있다. UAE는 수소 개발을 추진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활용하여 수
소를 생산하는 이른바 핑크수소(pink hydrogen)의 생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66) 또한 샤르자에는 30MW 규모의 폐기물 에너지화
(Waste-to-Energy) 플랜트가 2022년 GCC 내에서 처음으로 완공될 것으
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통한 폐기물 수소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2021년 5월 샤르자 기반 환경ㆍ폐기물 관리 기업인 비아(Beeah)는 영국기
업인 치누크 사이언스(Chinook Sciences)와 협력하여 중동지역 최초의 폐
기물 수소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UAE는 다양한 수소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대외협력을 확대하는 중으로 이를 통해 부족한 자

164) Netherlands Enterprise Agency(2020), p. 6, pp. 13-15; IRENA, https://public.tableau.co
m/views/IRENARETimeSeries/Charts?:embed=y&:showVizHome=no&publish=yes&:to
olbar=no(검색일: 2021. 7. 2).
165) MEED(2021a), p. 387, p. 390.
166) 핑크 수소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The
National, “Hydrogen: the Middle East’s next black gol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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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기술력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67)
수소 생산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수송 인프라 구축 및 경제성 확보는 UAE가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아직 수소 생산 및 수송 비용이 높은 상황에
서 향후 비용 감축이 UAE 수소 수출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 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북아프리카, 남유럽 등 LCOE가 낮은
지역에서 그린수소 생산이 증가하고 이렇게 생산된 수소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되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168)

3) 디지털 기술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도 UAE는 지역 내 선도 국가로 평가된다. MEED 디
지털 전환지수(MEED Digital Transformation Index)는 물리적 인프라, 인
적자본, 정부 정책 등의 측면에서 각국이 얼마나 디지털 전환에 잘 대응하는지
를 보여주는데, UAE는 역내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UAE는 디지
털 전환 및 AI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발달된 디지털 생태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물리적 인프라, 사이버 보안, 디지털 규제, 사업수행 용이
성 등의 요인은 UAE 디지털 환경의 강점으로 꼽혔다.169)
UAE는 지역 내에서 AI 기술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
로, 2017년 AI 장관직을 신설하고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AI 전문 대학원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인공지능대학(MBZUAI: AI Mohamed bin Zayed
Univers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을 아부다비에 설립하였다.170) 석유

167) MEED(2021a), p. 25, p. 99.
168) “Winning the green hydrogen rush”(2021. 4. 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8).
169) 국가별 순위는 UAE(1), 카타르ㆍ 사우디아라비아(2), 바레인(4), 모로코(5), 이집트(6), 쿠웨이트ㆍ
오만ㆍ이란ㆍ요르단(7), 튀니지(11), 알제리(12), 레바논(13), 이라크(14) 순이다. “UAE leads
region’s digital transformation”(2021. 4.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8).
170) “UAE appoints minsters for AI, Advanced Sciences in new cabinet reshuffle”(2017. 10. 19),
온라인 자료; “World's first univers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be established in Abu
Dhabi”(2019. 10. 16),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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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의 AI 활용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UAE 석유산업 내 AI 시
장 규모는 2020년 4,928만 달러에서 2026년 8,397만 달러로 증가하며 연
평균 약 9.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171)
UAE의 적극적인 디지털 기술 도입은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다. 2020년 11
월 ADNOC는 시추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첨단 기술 도입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난 5년간 2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하였
다. 비용 절감을 가져온 주요 요인으로는 최대 120개의 유정 사이트를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과거 및 현재의 운영 과정에서 얻은 빅데이터를 통해 시
추 작업을 최적화하는 등의 기술이 꼽혔다. 2019년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유정에서의 작업 기간이 30% 감소하였으며, 이를 통한 비용 절감 규모
는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172)
그러나 UAE는 주로 글로벌 석유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석유산업에서의 디
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스템 도입 이후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향
후 기술 개발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 및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아직 자
체적인 기술력이 부족해 외국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디지털 오일
필드 등 유전 탐사 및 생산 부문에서부터 수송 및 저장, 운영 및 유지보수 등
다방면에서 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도 기술
을 보유한 일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기
술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71) Zion Market Research(2020), p. 33.
172) “Adnoc unlocks $2b in cost savings”(2020. 11.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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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UAE의 석유산업 내 AI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자료: Zion Market Research(2020), p. 33.

표 3-12. UAE 석유산업 경쟁력 분석
강점요인

위험요인

 풍부한 석유 및 가스 매장량 보유, 낮은
생산비용, 지리적으로 유럽 및 인도, 중국
공통

등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수출에 적합한 입지
 정부가 대규모 가스 개발 추진
 원유와 석유화학 생산 및 교역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

 유전 다수가 성숙 단계 진입, 가스
생산량은 상당하나 대량으로 재주입되어
시장성 있는 생산은 제한적
 국제유가 하락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위축,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침체
 제한된 석유화학 생산 포트폴리오, 석유

 저렴한 공급원료

매장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석유화학

석유화학  아부다비 내 석유화학시설 수용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구축

생산용량
 미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석유화학
생산용량 증가로 경쟁 고조

 재생에너지 생산용량 및 CCUS 시설 확대
수소 및  전 세계적 수소 수요 증가, 원자력을
탄소포집

활용한 수소 생산ㆍ폐기물 수소화 등
다양한 방식의 수소 발전 가능

디지털
기술

 AI 도입 적극적 추진,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지역 내 선도 국가
 ICT 기술 도입으로 인한 운영 효율성 향상

 수소 인프라 부족, 높은 수소 생산 및
수송 비용
 아시아, 유럽 등 국가로의 수출 경쟁 심화
 자체 기술력 부족
 사이버 보안 문제

자료: 본문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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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탄소 배출
량 감축 등을 목적으로 석유화학 부문 육성, 수소 생산, 탄소포집 기술 적용, 디
지털 기술 활용 등을 중심으로 석유산업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유사한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 천연가스 부문에서는 천연가스 소비를 늘
리는 한편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가스전 개발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다. 양국은 석유화학 부문에서 풍부하고 저렴한 공급원료를 바탕
으로 기초유분 및 범용제품 생산 능력을 확대해왔으며 해당 부문에서 높은 가
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현재 천연가스 개질
을 통한 수소 생산 및 수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나오
는 탄소를 포집 및 활용하고자 관련 설비 확충과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
서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높은 효율성과 가격경쟁
력을 바탕으로 그린수소 생산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 시티
에, UAE는 마스다르라는 첨단 계획도시에 각각 그린수소 생산설비를 구축하
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석유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디지털 전환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산업 다각화 과정에서 추진하는 구체적인 경쟁 전략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초유분을 중심으로 대규모 생산과 가격경쟁
력이 주요 강점인 반면, UAE는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플라스틱 및 비
료 등 생산 품목의 폭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블루
수소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그린수소 생산도 앞당겨서 진행하고자
하지만 UAE는 현재 생산능력을 확보한 블루수소 개발 확대에 좀더 많은 관심
을 두고 있다. UAE는 바라카 원전을 활용한 핑크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소 생산 전략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석유산업의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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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전략에서도 아람코는 첨단 디지털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을 통해 효율성
을 향상시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UAE는 디지털 기술 관련 자국 기업
육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석유산업 다각화 추진 정책 및
전략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양국의 석유화
학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의 육성 정책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
한 공급원료와 가격경쟁력을 이미 확보했으며, 최근에는 범용제품 생산능력
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산업의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UAE도 유사한 전략을
펼치면서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의 생산량을 늘리고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 석유화학제품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범용제품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석유화학기업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개
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탄소저감 기술, 디지털 기술 등
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블루수소뿐만 아니라 그린
수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로부터의 수소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30년 기준 우리나라의 그린수소
생산비용은 kg당 2.7달러로 예상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는 kg당
1.5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73)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모두
태양광 및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낮고 수소 생산 및 수출 관련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람코가 자국에서 생산된
블루수소의 초기 수출처로 우리나라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양국간 수소 수
급 안정성을 위한 협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174)
173) “Saudi Arabia’s Bold Plan to Rule the $700 Billion Hydrogen Market”(2021. 3.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5).
174) MEED(2021b), p.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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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석유산업 다각화 추진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탄소저감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공동 개발과 관련 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사우디아라비
아와 UAE도 값싼 원료를 통한 생산비용의 이점은 크지만, 자체 기술력이 부
족하여 글로벌 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사
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관련 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하거나 공동 기술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
다. 이는 국내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석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3.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경쟁력 요인 비교 및 시사점
구분

정책 추진의
유사성

국가별
특성 및
경쟁력
비교

사우디아라비아

UAE

 천연가스 개발 확대
 석유화학 부문의 비중 확대 및 산업 고도화
 풍부한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블루수소 생산 확대,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연계된
그린수소 개발 및 미래형 계획도시(네옴시티, 마스다르) 등에 그린수소 생산설비
구축 추진
 디지털 오일필드, 4차 산업과 연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UAE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석유화학  부족한 천연가스 원료, 낮은 생산 능
제품 생산 규모 및 가격경쟁력 확보
력, 플라스틱 및 비료 등 생산 품목
다양
석유화학  기초유분 중심의 제한적 생산 제품군
 다양한 외국기업과의 자국 내 합작투  오스트리아 보레알리스와의 합작투자
자 경험
사인 보르쥬가 석유화학산업 주도
 블루수소 수출 경험, 그린수소의 빠른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블루수소
생산 가능 시점(2025년부터 연간 약 생산량 확대에 중점(현 30만 톤 →
수소 및
24만 톤 생산 목표) 및 높은 가격경쟁 50만 톤), 향후 그린수소 관련 투자
탄소
력 확보 전망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 가능
포집
 탄소 포집 관련 높은 시장성 대비 부  원전을 통한 핑크수소 생산 가능
족한 기술력
디지털  외국기업의 석유 부문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기술 관련 자국 기업 및 산업
또는 솔루션 도입 및 활용에 중점
육성에 중점
기술

시사점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군 생산 확대 필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동산 수소 도입 필요
 탄소저감 및 디지털 기술 측면에서 한-중동 합작기업 설립 및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필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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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동 산유국의 대외협력
방향 및 사례 분석

1.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대외협력 방향
2.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문별 대외협력
사례 분석
3. UAE의 부문별 대외협력 사례 분석
4. 시사점

1.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대외협력 방향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산업을 육성
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외협력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최근 석유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양국의 대외협력 방향은 다음과 같은 유사
성을 보인다. 먼저 석유의 안정적인 수출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해외 주요
수출 거점 국가에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석유화학 또는
정유 프로젝트를 늘려나가고 있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교역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북미지역에서 셰일오일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아시아 정
유사들이 북미산 원유 및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아람
코와 ANDOC 등 중동 에너지 기업이 중동산 원유 수요가 큰 아시아 국가들
과 장기간의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 정유사의 지분을 인
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지에서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여 석유
화학과 관련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석유 부문의 이익
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과 더
불어 글로벌 석유화학제품 수요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해외 석유화학
관련 투자가 축소 및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자국에서 생산된 수소의 가격경쟁력을 바
탕으로 수소 수출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풍부한 원료가 있고 신재생에너지 도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중동 국가에
서 생산된 수소를 도입하는 데 따른 이점이 클 것이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와 UAE 모두 수소 생산의 가격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으나 공급, 유통, 활
용 측면에서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해외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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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 이에 중동 국가들은 유럽 및 미국의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과 블루
및 그린수소 생산설비 구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수소 부문에 대한 기술력이 있으며, 자체 생산보다
는 수입의 경제성이 크고 시장 성장 가능성도 있는 국가들과 공동으로 연구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수소 생태계 구축에도 함께 참여하여 시장을 선도하
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수소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과정에
서 다양한 설비 투자 및 외국기업 인수에 양국의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
무바달라 등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양국 모두 막대한 유전 및 가스전
으로부터 원유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탄소 배출 등의 문
제에도 직면하게 되었으며, 최근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
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설비 도입도 확대하고 있다. 현지에 원유, 정유, 석유
화학 관련 시설이 많아 CCUS의 높은 수요 증가세가 예상되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역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설비 및 기
술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한 해외기업과의 협력
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셋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석유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때, 글
로벌 기업과의 현지 합작투자기업 설립 및 공동 R&D 등을 확대하여 자국 산
업을 육성하고 고용 창출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양국은 그동안 석유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독점적 기술력을 보유한 유럽과 미국 기업의 서
비스를 이용해왔다. 이는 해당 기업과 석유 부문에서 오랜 기간 협력을 함께
해왔으며, 높은 기술력도 갖추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석유 부문에서도 디지
털화 및 4차 산업 관련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기업의 디
지털 오일필드 관련 기술력 또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아
라비아와 UAE는 석유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단순히 외국기업의 기술을 도입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양국 모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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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업의 다각화와 함께 현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
코, UAE의 ADNOC 등은 해당 기업에서 발주하는 디지털화 관련 프로젝트
에 현지인 고용 또는 현지 생산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관련 외국기업은 사
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고용 창출 및 현지인 직업능력 향상, R&D 등과 관
련한 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석유산업 관련 솔루션이나 디지털 오일필
드 등의 핵심 산업은 미국과 유럽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5G, IoT,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 관련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부문에서는 새
로운 협력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문별 대외협력 사례 분석
가. 석유화학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중국과의 전략적 협
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수출국(2020년 총수출
의 18.4%)으로, 원유와 석유제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175) 하지만
중국이 자국 내 석유화학제품 생산설비를 급격하게 증설하면서 양자간 석유
산업 관련 협력 모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 내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하거나 또는 합작투자기업 설립 등의 형태로 진출하는 방식으로 발전하
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람코가 엑손모빌, 푸젠석유화학기업(Fujian
Petrochemical Company)과 함께 2007년 푸젠 정유 및 석유화학기업
(Fujian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y Ltd)을 설립한 것을 들

175) General Authority for statistics, International Trade(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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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176) 해당 합작투자기업은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에 일일 28만 배럴
의 정유 생산 능력 및 연간 100만 톤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갖춘 석유화학단
지를 조성하였다.177)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19년 중국을 방문해 정
상회담을 하면서 양국간 석유화학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당 논의의 일환으로 아람코는 2019년 노린코(NORINCO:
China North Industries Group Corporation Limited), 랴오닝성 판진
시 지방 국유기업인 판진신청(Panjin Sincen)실업그룹 등과 함께 화진아람
코석유화학이라는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기로 하였다(그림 4-1).178) 화진아
람코석유화학은 10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2024년 하루 평균 약 30만 배럴
의 정유 능력 및 연 150만 톤 규모의 에틸렌과 연 130만 톤 규모의 PX 생산
능력을 갖춘 설비를 건설하기로 하였다(표 4-1 참고).179) 최근에는 아람코의
자회사인 사빅도 중국의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자본지
출 규모는 2025년까지 총 3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이를 통해 중국 내에서
총 2,170만 톤의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180) 이처럼 사우디아
라비아는 중국 현지에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한 뒤 정유 및 석유화학단지를 조
성하여 중국에 대한 안정적인 원유 공급선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국 내에서 생
산된 석유화학제품 판매를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그러
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코로나19에 의한 국제유가 하락 및 석유화학산업의 불
확실성 증가에 따라 최근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기하고 있다.
176) Aramco China, Creating value, Products and services, Refining and Chemicals, Fujian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y Lt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9).
177) Aramco China, Creating value, Products and services, Refining and Chemicals, Fujian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y Lt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9).
178) “Saudi Aramco signs agreement to form largest Sino-Foreign Joint Venture with
NORINCO and Panjin Sincen in China”(2019. 2.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9).
179) “Saudi Aramco expands China downstream footprint with refinery and petrochemical
deals”(2019. 2.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0).
180) King Abdullah Petroleum Studies and Research Center(2020b),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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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람코는 2020년 8월 랴오닝성에 조성하기로 한 정유 및 석유화학단지
건설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이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은 보이
지 않는다.181)

그림 4-1.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한 중국 내 주요 석유화학 프로젝트 현황

자료: King Abdullah Petroleum Studies and Research Center(2020b), p. 10.

아람코는 자국산 석유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석유산업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 주요 정유사 및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지분 인수 또는
합작투자도 늘려나가고 있다. 아람코는 1991년 쌍용정유(지금의 에쓰오일)
의 지분 35%를 사들였으며,182) IMF 외환위기 당시 추가 지분을 매입하여 최
대 주주가 되었다. 아람코는 에쓰오일을 통해 우리나라 석유화학 부문에 대
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에쓰오일은 2018년에 5조 원 규모의 잔사유 분해
181) “Saudi Aramco Suspends $10 Billion China Oil Refinery Venture”(2020. 8. 21),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1. 7. 4).
182) 「아람코, 한국 정유사들 4곳 중 3곳과 인연」(2019. 4.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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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HS-FCC: High Severity Fluid Catalytic Cracking Unit)과 잔사유
탈황시설(RHDS: Residue Hydro-DeSulfurization Unit)을 포함한 잔사
유 고도화(RUC: Residue Upgrading Complex) 및 올레핀 생산 단지
(ODC: Olefin Downstream Complex) 등을 완공하였다.183) 이는 부가가
치가 낮은 잔사유를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으로 전환하는 핵심 설비로,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
다. 아람코는 2019년 6월 에쓰오일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까지 7조 원을 투입하여 기초유분과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목표
로 하는 SC&D(Steam Cracker & Olefin Downstream) 프로젝트 추진
과 함께 원유를 석유화학제품으로 전환하는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s) 기술 도입과 관련한 협력도 확대하기로 하였다.184) 또한 아람
코는 2019년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17%를 약 12억 달러에 인수하였으
며,185) 아람코가 대주주로 있는 사빅은 2015년 SK종합화학과 사빅SK넥슬
렌컴퍼니라는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우리나라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영
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186)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시아 정유 및 석유화학 부
문에 대한 투자와 합작 프로젝트 추진은 현지에 안정적인 원유 수출처를 확보
하고 석유화학 부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
리 기업은 아람코의 지분투자로 인한 양국 기업간 관계 강화를 활용해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지역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및 O&M 등의 사업 기회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유 도입선과 관련한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183) 「에쓰오일, 석유화학 '메가 프로젝트'…울산에 5조 쏜다」(2018. 8.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3); 에쓰-오일, 복합석유화학시설(RUC/OD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4).
184) 에쓰-오일, 사우디아람코와 신규 석유화학 투자 MOU 체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4).
185) “Aramco acquires 17% of South Korean Hyundai Oilbank”(2019. 12.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4).
186) 「아람코, 한국 정유사들 4곳 중 3곳과 인연」(2019. 4.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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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 부문 주요 협력사례
국가

주요 협력 사례
∙ 아람코는 엑손모빌, 푸젠석유화학기업과 함께 2007년 푸젠 정유 및 석유화학기업 설립
-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에 일일 23만 배럴의 정유 생산 능력 및 연간 100만 톤의

중국

에틸렌 생산 능력을 갖춘 석유화학단지 조성
∙ 아람코는 2019년 노린코(NORINCO) 등과 함께 화진아람코석유화학기업 설립
- 해당 합작투자기업은 100억 달러를 투자해 2024년 일일 약 30만 배럴의 정유와 연
150만 톤 규모의 에틸렌, 연 130만 톤 규모의 PX 생산 예정(2020년 프로젝트 잠정 중단)
현대오일뱅크 ∙ 아람코는 2019년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17%를 약 12억 달러에 인수
SK이노베이션 ∙ 사빅은 2015년 SK이노베이션과 합작투자기업인 사빅SK넥슬렌컴퍼니 설립
∙ 에쓰오일은 2018년 5조 원 규모의 잔사유 분해시설(HS-FCC)과 잔사유
탈황시설(RHDS)을 포함한 잔사유 고도화(RUC) 및 올레핀 생산 단지(ODC)

한국

등 완공
에쓰오일

∙ 2019년 6월 아람코는 에쓰오일과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 2024년까지 7조 원을 투입하여 기초유분과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는 SC&D 프로젝트 추진
- TC2C 기술 도입 관련 협력 확대

자료: 본문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나. 수소 및 탄소 포집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및 유럽 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해 자국 내 수소 생
산설비 및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에너지 기업인 ACWA파워는 미국의 에어프로덕츠와 네옴시티
에 5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그린수소 플랜트 건설을 추
진하고 있다(표 4-2 참고).187) 해당 프로젝트는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한
4GW의 전력 생산설비와 티센크루프(ThyssenKrupp)의 수전해 기술을 사
용하여 일일 650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된 수소를 에어프로덕츠에서 질

187) “The new fuel to come from Saudi Arabia”(2020. 11. 13), 온라인 자료; 「그린수소 활용한 세
계 최대 ‘암모니아 플랜트’」(2020. 7. 14),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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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합성을 통해 일일 3,500톤의 그린 암모니아로 변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여기에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 기술은 덴마크의 할도톱소(Haldor Topsoe)가
제공하기로 하였다.188) 미국의 에어프로덕츠는 사우디아라비아 비전인베스
트(Vision Invest)의 자회사인 쿠드라(Qudra)와 합작투자기업인 에어프로
덕츠쿠드라(Air Products Qudra)를 설립하고 2020년 2월 주베일에 연간
15만 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증기 메탄 개질 설비(SMR: Steam
Methane Reformer) 건설에 나섰다.189) 해당 프로젝트는 수소연료 충전소
를 설립하고 지역 내 정유 및 석유화학 기업에 수소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건설도 포함할 예정이다.19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EU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안정적이
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그린수소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U는 향후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막대한 양의 그린수소가 필요하며, 그 공급망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독일은 자국 기업인 티센크루프가 사우디아라비아
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린수소 생산설비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1억 8,3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191) 그리고 양국은 단순히 수소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소 교역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
고 있다. 압둘 아지즈 빈 살만(Abdul Aziz bin Salman) 사우디 에너지부 장
관은 2021년 2월 경제적 평가를 거쳐 유럽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여 수소
를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192)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양국간
협력의 일환으로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2021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부와 그린수소의 생산ㆍ가공ㆍ적용ㆍ운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내
188) 「그린수소 활용한 세계 최대 ‘암모니아 플랜트’」(2020. 7. 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8).
189) Netherlands Enterprise Agency(2020), p. 18.
190) 해당 프로젝트는 CCUS가 포함되지 않은 그레이수소 관련 사업이다(Netherlands Enterprise
Agency(2020), p. 18).
191) MEED(2021a), p. 330.
192) “Saudi Arabia offers Europe ‘green’ hydrogen by pipeline”(2021. 2. 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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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MOU에 서명하였다.193)194) 독일은 수소 협력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
아가 지리적으로도 비교적 가깝고, 수소 생산의 가격경쟁력을 갖춘 점을 높
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프랑스와도 수소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
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펀드가 소유한 에너지 기업인 TAQA와
프랑스의 에어리퀴드(Air Liquide)는 2007년에 에어리퀴드 아라비아(ALAR:
Air Liquide Arabia)라는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였다. 에어리퀴드 아라비
아는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내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용 가스 관련 솔
루션 및 기술도 제공해왔다. 2020년 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서해안의 공업
도시 얀부(Yanbu)에 4억 달러 규모의 수소 생산설비와 16km의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를 착공하였다. 해당 설비에서 생산된 수소는 아람코와 중국
시노펙의 합작사인 YASREF 정유공장을 시작으로 향후 얀부 내 3개 기업에
도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195)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에서 생산된 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일본에 수출
하여 국제 가치사슬을 형성하고자 한다. 아람코는 2020년 주요 협력국가 중
하나인 일본에 40톤의 암모니아를 수출한 바 있다.196) 아람코는 해당 수출을
위한 블루수소 생산 과정에서 50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였고 이것을 자사
우쓰마니아 유전의 석유회수증진(enhanced oil recovery)과 사빅의 메탄
올 생산에 사용하였다고 밝혔다.197) 2021년 3월 아람코와 일본 최대 정유사
중 하나인 ENEOS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및 암모니아 가치사

193) “Germany and Saudi Arabia want to cooperate on hydrogen”(2021. 3. 12),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7. 10).
194) “Minister Altmaier sign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German-Saudi hydrogen
cooperation”(2021. 3.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3).
195) “Air Liquide Arabia on why the time for hydrogen has arrived in the Kingdom”(2020. 5.
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0).
196) 「사우디 아람코, LNG수출보다 블루수소 수출」(2021. 3. 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
197) 아람코, 기후 변화에 대한 아람코의 순환적 접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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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개발을 위한 MOU도 체결하였다. 이번 MOU는 ENEOS가 중동 에너지 기
업과 처음으로 체결한 것으로, 두 회사는 1년간 수소 생산과 운송 방안을 검
토하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천연가스, LPG 등
공급 원료를 통해 아람코가 수소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의 포집
ㆍ저장 가능성, 암모니아와 메틸사이클로헥산(MCH: Methylcyclohexane)
형태의 수소운반체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본 등지로 수송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다.198)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다양한 기업, 연구기관과도 수소 및 탄소 포집과
관련한 공동연구 및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특히 2019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
세자의 방한을 통해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2019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협력의제 이행 차원에서 2021년 3월 3일 아람코
와 수소 및 암모니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은 현대오일뱅
크가 아람코로부터 수입한 LPG를 탄소 포집을 동반하는 블루수소로 생산
하여 발전 또는 차량용 연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
아로부터 고순도 블루 암모니아를 수입한 뒤 이를 LNG 보일러에 일정 비율
로 혼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LNG 보일러에
서 포집한 탄소는 선박을 통해 아람코에 공급하여 탄소 제로 또한 구현할 계
획이다.199)
아람코는 수소 부문에 기술력을 확보한 한국기업에 투자하여 사우디아라
비아 내 수소 생태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FCI(Fuel Cell
Innovations)라는 청정에너지 솔루션 기업을 통한 협력이 있다. FCI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기업으로, 2018년 11월
이탈리아의 솔리드파워(SOLIDpower)와 함께 5,120만 달러를 투자하여 대
198) “Japan’s ENEOS signs MoU with Aramco to develop hydrogen, ammonia supply
chain”(2021, 3. 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6).
199) 「현대중그룹, 사우디 아람코와 ‘수소프로젝트’ 가동」(2021. 3.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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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50MW급 연료전지시스템 생산 공장도 설립하고 있으며,200) 사우디아
라비아 KACST와 UAE의 EZ-Energies와도 2020년 1월에 SOFC 사업협력
MOA를 체결한 바 있다.201) 또한 2021년 3월 에쓰오일은 FCI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수소 사업 진출을 위해 FCI의 지분 20%를 취득하였다.202) 해당 기
업은 사우디아라비아 합작투자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뿐만 아니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전력 및 통신 기업에도 제품 공급을 추진할 예정
이다.203)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한 기술 부문에서도 협력
을 지속하고 있다. 아람코는 우리나라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이산화탄
소 관리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공동 연구센터는 2013년 1월
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MOU에서 양 기관은 공
동 연구비를 출자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 5,000평 규모의 이산화탄소 연구센
터를 설립하여 6년간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204)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 및 정부 차원에서 수소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상
황이므로 안정적인 수소 공급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
비아와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수소 운반,
저장,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사업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수익 창출 모델을 발굴하여 해외 공동진출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 「솔리드파워, 대전에 연료전지 공장 설립한다」(2018. 11. 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4).
201) FCI, Histor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4).
202) 「에쓰오일, SOFC 연료전지 시장 진출한다」(2021. 3.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4).
203) 이태원(2021),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2021. 4. 8., 세종).
204) 「KAIST-사우디 아람코, CO2 공동 연구센터 설립」(2013. 1. 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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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소 및 탄소 포집 부문 주요 협력사례
국가

주요 협력 사례
∙ 사우디아라비아의 ACWA파워는 미국의 에어프로덕츠와 네옴시티에 5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그린수소 플랜트 건설 추진

미국

∙ 미국의 에어프로덕츠는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비전인베스트의 자회사인 쿠드라와
합작투자기업인 에어프로덕츠쿠드라 설립
- 해당 합작투자기업은 2020년 2월 주베일에 연간 15만 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SMR(steam methane reformer) 건설

독일

∙ 사우디아라비아와 독일은 2021년 3월 그린수소의 생산ㆍ가공ㆍ적용ㆍ운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MOU 체결
∙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기업인 TAQA와 프랑스의 에어리퀴드는 에어리퀴드 아라비아

프랑스

설립
- 해당 합작투자기업은 2020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업도시 얀부(Yanbu)에 4억 달러
규모의 수소 생산설비와 16km의 파이프라인 건설 착공
∙ 아람코는 협력국가 중 하나로 일본을 지정하여 2020년에 일본에 40톤의 암모니아 수출

일본

∙ 아람코와 일본 최대 정유사 중 하나인 ENEOS는 2021년 3월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수소 및 암모니아 가치사슬 개발을 위한 MOU 체결
- 수소 생산과 운송방안을 검토하는 1년간의 타당성 조사 진행 예정
∙ 현대중공업은 2021년 3월 아람코와 수소 및 암모니아 관련 업무협약 체결
∙ 2018년 3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FCI라는 청정에너지 솔루션 기업을 합작투자 형태로

한국

설립, 2021년 3월 에쓰오일은 FCI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수소 사업 진출을 위해 FCI의
지분 20% 취득
∙ 아람코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이산화탄소 관리 관련 공동연구 진행

자료: 본문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다. 디지털 기술
아람코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기업으로의 전환을 통
해 전 세계 에너지 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겠다는 목표하에 다양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해왔다.205) 이와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아람코는 디지털 관

205) “Aramco and Cognite create JV to accelerate industrial digitalisation”(2020. 10. 24),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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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기업의 기술 도입과 관련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아람코는 2017년 5월 하니웰(Honeywell)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및 천
연가스 부문 개발 및 다각화 지원, 산업용 사물 인터넷(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도입 확대와 관련한 MOU를 체결하였다(표 4-3 참
고). 하니웰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및 예측 분석 솔루션을 활용하여 아람코
의 석유제품 생산 수율 및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람코는 오랜 기간 하니웰과의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높은 기술력
을 확보한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국 내 선진기술 도입을 앞당기고자 하
였다.206)
아람코는 2017년 6월 자동화 솔루션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미국의 에머슨(Emerson)과도 디지털화 및 자동화 기술 도입에 관한 MOU
를 체결하였다. 해당 MOU는 산업용 사물 인터넷, 무선 및 스마트 기기 기술
을 활용하는 Emerson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과 아람코 직원 교육, 디지털
오일필드 추진,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고급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내용
을 포함한다. 에머슨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자국 내 일자리 창
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사우디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현지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사
우디아라비아 다흐란 테크노밸리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시설과 제어
시스템, 유량 측정 기술, 연구개발 전문 연구소가 포함된 기술협력센터를 설립
하는데 2,5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207)
아람코는 2020년 12월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인
코그니트(Cognite)와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자국뿐만 아니라 중동 및 북

206) “Honeywell And Saudi Aramco Advance Digitization Of Oil And Gas Industry With New
Agreement”(2017. 5. 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7).
207) “Emerson Signs Agreement to Collaborate on Digital Transformation for Saudi Aramco’s
Operations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2017. 6.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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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내 디지털 전환 사업에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하였다.208) 이 합작 기
업은 석유와 가스, 전력 및 유틸리티, 제조 및 배송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걸
쳐 기업의 제품 생산 최적화, 유지보수 예측, 안전 및 운용 효율성 향상 등과
관련한 디지털 및 고급 솔루션 개발과 배포에 주력할 예정이다. 코그니트는
아람코와의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지화 정책, 고
용 및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9)
아람코는 202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신 기업인 STC와 중국의 통신
기업인 화웨이(Huawei)와 함께 석유산업 분야에 5G 기술을 활용하는 공동
혁신 프로그램 출범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210) 해당 MOU는 석유산업
에서의 5G 적용과 요구사항을 공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석유산업을 위한 5G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혁신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함께 추진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
다.211) 해당 MOU를 통해 아람코의 석유 및 천연가스 설비에 민간 5G 네트
워크 구축, 원격 협업을 위한 디지털 헬멧, 유지보수 및 문제 해결을 위한 3D
증강현실, 실시간 차량 감시 및 보안, 드론을 통한 실시간 영상 등에 관한 파
일럿 프로젝트도 추진될 예정이다.212)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협력은 이미 기술력
을 확보한 미국, 유럽 등의 기업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 오일
필드나 석유산업 관련 IT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기업은 사업 실적도 부족하고
기술력이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협력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208) “Aramco and Cognite create JV to accelerate industrial digitalisation”(2020. 10. 24),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1. 7. 13).
209) “Aker ASA: Cognite and Aramco sign joint venture agreement”(2020. 12. 2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31).
210) “Saudi ARAMCO, STC and Huawei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2021. 1.
28) (검색일: 2021. 5. 21).
211) “Aramco, STC & Huawei to study 5G uses in oil & gas”(2021. 1. 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1).
212) Aramco Life, Aramco signs MoU with STC and Huawe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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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석유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5G, 드론, IoT, 로
봇,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면서 그 이외 국가들과의
협력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4차 산
업혁명 세부 기술 분야 중에서 현지 수요가 있는 틈새시장 발굴을 통한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4-3.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 기술 부문 주요 협력사례
국가

주요 협력사례
 아람코는 하니웰(Honeywell)과 2017년 5월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 개발 및 다각화
지원, 산업용 사물인터넷 도입 확대와 관련한 MOU 체결
- 하니웰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및 예측 분석 솔루션을 활용하여 아람코 석유제품
생산 수율 및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할 예정

미국

 아람코와 에머슨(Emerson)은 2017년 6월 디지털화 및 자동화 기술 도입 관련
MOU 체결
- 아람코 직원 교육, 디지털 오일필드 추진,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고급
애플리케이션 관련 연구 및 개발
- 에머슨은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다흐란 테크노 밸리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지역인재 양성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센터 설립
 아람코는 코그니트와 2020년 12월 합작투자기업 설립 발표

노르웨이

-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내 디지털 전환사업 공동진출
- 석유산업, 전력, 제조기업 등의 제품 생산 최적화, 유지보수 예측, 안전 및 운용
효율성 향상 등과 관련한 디지털 및 고급 솔루션 개발 및 배포
 아람코는 202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신기업인 STC와 중국의 통신기업인
화웨이와 함께 석유ㆍ가스 산업 분야에 5G 기술을 활용하는 공동 혁신 프로그램
출범을 위한 MOU 체결

중국

- 석유와 가스 산업에서 5G의 적용과 요구사항을 공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
- 석유산업용 5G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혁신, 검증 및 구축 로드맵 구축 및 공동
추진

자료: 본문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134 •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3. UAE의 부문별 대외협력 사례 분석
가. 석유화학
UAE는 석유화학 부문에서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하며 투자 유치를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ADNOC의 자회사로
UAE 석유화학 산업을 주도하는 보르쥬는 자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한
편 해외 시설 구축을 추진하면서 2010년 중국 상하이에 첫 번째 복합제조 플
랜트를 설립하였다. 상하이에 설립된 플랜트는 중국 내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자동차, 가전 산업 수요에 맞춰 혁신적 플라스틱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하였으며, 연간 5만 톤의 복합수지(compounded resin)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후 생산능력은 2015년에 연 9만 톤까지 확대되었
다. 또한 보르쥬는 중동과 아시아에서 상업 및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2015년 아부다비에 혁신센터(Innovation Centre)를 설립하고 2016년 상
하이에 R&D 응용센터(R&D Application Centre)를 설립하였다. R&D 응
용센터는 자동차 범퍼, 도어 패널, 대시보드 콘솔 등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위
한 최상의 수지(resin)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R&D 응용센터는 제
품 연구 및 개발, 분석 및 물리적 테스트,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사회활동 및
학술지원,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213)
ADNOC는 석유화학제품 판매 확대와 루와이스 산업단지 투자 유치를 추진
하는 가운데 2019년 중국의 룽성석유화학(Rongsheng Petrochemicals)과
석유화학 및 가스 부문 협력 확대를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ADNOC는
213) Borouge, “Borouge inaugurates its new compounding manufacturing plant in Shangha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9); Borouge, Brochu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9); Borouge,
About U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9); Borouge, Innovation, Innovation Cent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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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성석유화학에 판매하는 정유제품 규모 및 종류를 확대하고 룽성석유화학 산
업단지를 비롯해 중국의 정유 및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
게 되었다. ADNOC는 또한 룽성석유화학 시설에 LNG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룽성석유화학은 루와이스 내 가솔린 및 아로마틱스와 같은 석유
화학 프로젝트 투자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214)
UAE는 인도와도 석유화학 부문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ADNOC는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와 인도의 인디언 오일(Indian Oil), 힌
두스탄 페트롤리엄(Hindustan Petroleum), 바라트 페트롤리엄(Bharat
Petroleum)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인도 내 정유 및 석유화학 단지 조성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ADNOC와 아람코가 프로젝트 지분 50%를 공동으
로 보유하고 인도기업 컨소시엄이 나머지 지분 50%를 보유한다. 해당 프로젝
트는 440억 달러 규모로 인도의 라이가드(Raigad) 지역에서 진행된다. 일일
120만 배럴의 원유 처리 능력을 갖춘 정유 시설과 연 1,800만 톤 생산이 가능
한 석유화학 시설이 건설될 예정이며 2025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215)
인도기업의 아부다비 산업단지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6월 인도
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Limited)는 루와이스에 20
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적 수준의 클로르-알칼리(Chlor-Alkali), 이염화에틸
렌(Ethylene Dichloride),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생산시설은 루와이스 내 타지즈 단지에 건설되
며, 릴라이언스는 연 94만 톤 생산능력의 클로르-알칼리 시설, 연 110만 톤
생산능력의 이염화에틸렌 시설, 연 36만 톤 생산능력의 PVC 시설 등으로 구
성된 통합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타지즈 단지에서 생산되는 이염화에틸렌은
인도 PVC 생산에 중요한 원료가 될 것으로 보이며, 릴라이언스는 이번 UAE 투
214) “ADNOC, China’s Rongsheng to explore downstream, LNG opportunities”(2019. 11.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3).
215) Chang(201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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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UAE는 이를 통해 자국 산업
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할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216)
한국기업 중에서는 폴리머 안정제 제조기업인 송원산업이 아부다비 칼리
파산업단지(KIZAD)에 진출한 사례가 있다. 송원산업은 2016년 펠릿(pellet)
형태의 맞춤형 첨가제 혼합물인 원팩시스템(OPS: One Pack System) 생산
공장을 KIZAD 폴리머 단지 내에 신설하였다.217) 해당 신축 공장의 운영은
송원산업과 UAE의 폴리시스 인더스트리스(Polysys Industries), 사우디아
라비아의 판 걸프 홀딩(Pan Gulf Holding) 간의 합작투자를 통해 설립된 기
업인 폴리시스 애디티브 테크놀로지(Polysys Additive Technologies)가
담당한다. 공장의 생산용량은 연 7,000메트릭톤(MT)이나, 수요 증가가 있을
시 그에 맞춰 생산 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특별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
동지역 내 폴리올레핀 생산 및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OPS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송원산업은 UAE 진출을 통해 중동시장을 선점하고
입지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현지 생산공장
을 통해 성장세에 있는 폴리머 산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218) UAE의 경우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추진하기는 하
나 최근의 협력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외국기업의 자국 유치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UAE가 추진하는 석유화학 허브화 전략과 연계된
것으로 UAE 내 정유 및 석유화학 단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
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6) ADNOC, “ADNOC and Reliance Sign Strategic Partnership for World-Scale Chemical
Projects at Taziz in Ruwai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4).
217) 원팩시스템(OPS: One Pack System)은 복잡한 첨가제 투입 공정에 대해 고객 편의를 지원하는 솔
루션이다. OPS는 여러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첨가제 혼합물로 고객의 요청에 따른 배합비로 제조
한 맞춤형 제품이다. 펠릿 형태이며 폴리머 제조 공정에 쉽게 사용될 수 있고 분진 발생을 최소화한
다. 송원산업, 제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4).
218) 송원산업, 송원, 아부다비의 Kizad에 신설 제조공장 가동,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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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UAE의 석유화학 부문 주요 협력사례
국가

사례
보르쥬 상하이 복합
제조 플랜트

중국
상하이 R&D
응용센터

인도

 중국 내 자동차, 가전 산업 수요에 맞춰 혁신적 플라스틱 솔루션
제공 목표
 복합수지 생산능력 연 9만 톤
 보르쥬가 2016년 상하이에 설립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위한 최상의 수지 개발 목표
 제품 연구 및 개발, 분석 및 물리적 테스트,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등 관련 서비스 제공

 2018년 ADNOC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인도 기업
컨소시엄(인디언 오일, 힌두스탄 페트롤리엄, 바라트 페트롤리엄)
인도 라이가드 지역
간 MOU 체결
정유 및 석유화학
 44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단지 조성
 일일 120만 배럴 원유 처리 능력을 갖춘 정유 시설과 연
1,800만 톤 생산 가능한 석유화학 시설 건설 계획
릴라이언스
루와이스 생산시설
투자

한국

주요 내용

송원산업 KIZAD
진출

 루와이스 내 타지즈 단지에 20억 달러 투자
 세계적 수준의 클로르-알칼리(연 94만 톤), 이염화에틸렌(연
110만 톤), PVC(연 36만 톤) 생산시설 구축 예정
 2016년 연 7,000MT 생산량의 OPS 생산 공장을 KIZAD 폴리머
단지 내 신설
 폴리시스 인더스트리스, 판 걸프 홀딩과의 합작투자사인 폴리시스
애디티브 테크놀로지가 운영

자료: Borouge, “Borouge inaugurates its new compounding manufacturing plant in Shangha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9); Borouge, About U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9); Borouge, Innovation, Innovation Cent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3); Chang(2019), p. 4; ADNOC, “ADNOC and Reliance Sign Strategic
Partnership for World-Scale Chemical Projects at Taziz in Ruwai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4);
송원산업, 송원, 아부다비의 Kizad에 신설 제조공장 가동,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4).

나. 수소 및 탄소 포집
ADNOC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하며 ENI, TOTAL 등 메이저 석
유 탐사기업과 탄소 포집 및 저장 관련 협력을 모색하였다. 2020년 1월
ADNOC는 ENI와 CCUS 관련 첨단기술 솔루션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MOU
를 체결하였다. MOU는 또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활성화를 위한
사업 관련 프로세스와 기술 협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한다. 양사 모두 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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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 중으로 ADNOC가 지속가
능 어젠다를 발표한 한편, ENI는 2030년까지 유전 탐사 및 생산 부문에서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탈탄소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이
러한 목표에 따라 현재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새로운 중기(mid-term) 솔
루션 마련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219)
ADNOC는 프랑스 토탈과도 탄소 배출량 감축 및 CCUS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2020년 11월 ADNOC는 토탈과 공동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전략
적 프레임워크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을 바탕으로 양사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
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CCUS 관련해서는 탄소 포집과 저장, 석유회
수증진 등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새로운 기술로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다.220)
UAE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대외
협력도 확대해왔다. 2017년 1월 UAE 에너지산업부는 독일 경제에너지부와
에너지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은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면서도 파리기후협정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고자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건물 및 산업 에너지효
율, 전력 부문 개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등의 부문에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수소가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되면서 UAE-독일 에너지 파트너십은 수소를 중심으로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아부다비에서 수소 관련 전문가 워
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여기에는 ADNOC, 칼리파 대학교(Khalifa
University), 아부다비 에너지부, 지멘스 등 산업계, 연구기관, 공공단체의

219) Eni, “Eni and ADNOC sign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joint research activities
on sustainable energy for the futu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2).
220) ADNOC, “ADNOC and Total Sign Strategic Framework Agreement on CCUS, Emissions
Reduction and De-carbonization Projec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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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하였다.221)
UAE-독일 에너지 파트너십은 또한 2021년 1월 보고서를 발간하고 수소
부문에서 양국의 협력 유망분야를 제시하였다. 협력 유망분야는 크게 생산,
수송 및 교역, 최종 소비 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생산 부문에서는 에너지 운반
체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독일 및 UAE 내 생산시설 교류를 통한 상호학
습 및 지식 교환, 독일 전해조 제조업체와 UAE 석유가스 기업 및 재생에너지
생산기업 간의 기술협력 등이 제안되었다. 수소 수송 및 교역과 관련해서는
수소 시장 제도에 대한 논의, 수소 운송 등의 시범 프로젝트 출자 및 실행을
위한 양국 이해당사자 매칭 등의 안이 제안되었다. 최종 소비 단계에서는 수
소 충전소, 수소 관련 시설 성공적 도입 사례에 대한 워크숍 개최를 비롯하여
화학, 제철 등 산업 부문에서의 기술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222)
UAE는 수소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
하고 있다. 일본의 종합상사 마루베니(Marubeni Corporation)는 2020년
1월 아부다비 에너지부(Abu Dhabi Department of Energy)와 수소 기반
사회 구축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였다. MOU는 그린수소 생산의 기술적,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수소의 생산ㆍ공급ㆍ유통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및 개발
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223)
마루베니는 2021년 1월 마스다르와 수소연료 솔루션 개발에 관한 MOU도
체결하였다. 마스다르는 마루베니 이외에 아부다비 에너지부, 에티하드 항공
(Etihad Airways), 칼리파 대학교, 독일의 지멘스 및 루프트한자(Lufthansa)
와 MOU를 체결하고 태양광 발전으로 가동되는 수소 시범 플랜트를 2022년
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 전해기를 건설하여 승용차 및 버
221) Guidehouse(2021), p. 5.
222) Ibid., p. 31.
223) Netherlands Enterprise Agency(2020), p. 19.

140 •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스용 그린수소, 해양용 청정연료,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Sustainable
Aviation Fuel)를 생산할 계획이다.224)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1년 1월 ADNOC와 연료 암모니아와 탄소
재활용(carbon recycling)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측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며 협력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하였다. 일본은 UAE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탈탄소에
중점을 두고 수소, 암모니아를 포함한 포괄적 자원외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225) 이후에도 일본 경제산업성은 UAE와의 협력 확대 노력을 이어왔
다. 2021년 4월에는 경제산업성과 UAE 에너지부 간에 부처 차원에서 수소
부문 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양국은 수소 생산 및 일본으로의 수소
수출을 위한 공급망 개발을 촉진하고자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공동 프로
젝트를 구체화하는 데 뜻을 함께하였다.226) 이를 기반으로 2021년 7월
ADNOC는 일본 석유ㆍ천연가스 개발사인 인펙스(INPEX), 발전 회사인 제
라(JERA), 정부기관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와 공동연
구협정(JSA: Joint Stud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JSA를 통해 ADNOC
는 UAE 내 블루 암모니아 생산의 상업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일본 유틸리티
기업에 블루 암모니아를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다.227) 이후
2021년 8월 일본으로의 블루 암모니아 판매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ADNOC는 퍼티글로브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 종합무역상사인 이토추

224) “Masdar, Siemens, Marubeni to develop green hydrogen in Abu Dhabi”(2021. 1. 19), 온라
인 자료; “Siemens Energy, Masdar to build pilot UAE hydrogen plant by 2022, with focus
on SAF”(2021. 5. 6),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6).
225) ADNOC, “UAE and Japan to Cooperate on Fuel Ammonia and Carbon Recycling
Technolog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226) “Japan, UAE sign hydrogen co-operation deal”(2021. 4. 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227) ADNOC, “ADNOC and Three Japanese Companies to Explore Hydrogen and Blue
Ammonia Opportunit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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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ochu)에 비료 생산용 암모니아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어 ADNOC는 정
유 기업인 이데미쓰(Idemitsu)에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 사용될 블루 암모
니아를 판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INPEX와 발전용 블루 암모니아 판매 계약
을 체결하는 등 블루 암모니아 판매가 본격화되고 있다.228)
한국은 2021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UAE 산업첨단기술부와 함께
‘한-UAE 산업ㆍ에너지 협력포럼(Korea-UAE Industry and Energy
Cooperation Forum)’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 글로벌 기후변화, 산업협력
기회 확대 등에 대해 논의된 가운데 양국은 수소경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
였다. 양해각서는 양국의 수소교역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법, 규제 관련 협
력을 비롯해 한국의 수소경제 추진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와
UAE 수소동맹 간 협력채널 구축, 국제 수소 컨퍼런스에서의 협력, 탄소 재활
용 및 배출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 기회 모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양국은 수소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관련 기관 및 기업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229)
한-UAE 산업ㆍ에너지 협력포럼의 일환으로 GS에너지는 ADNOC와 아부
다비의 수소경제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데 합의하였다. 양사는 블루수소, 블
루 암모니아와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밸류체인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하였다. ADNOC가 아부다비의 블루수소 생태계에서 잠재 협력 분
야를 발굴하여 GS에너지와의 기존 관계를 확장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번 협정은 UAE의 저탄소 에너지 및 혁신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
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230) GS에너지는 이후 2021년 11월 UAE 내 대규모 블
228) ADNOC, “ADNOC and Fertiglobe Partner to Sell UAE’s First Blue Ammonia to Japan’s
Itochu,” 온라인 자료; ADNOC, “ADNOC and Fertiglobe Partner to Sell Blue Ammonia to
Japan’s Idemitsu,” 온라인 자료; ADNOC, “ADNOC and Fertiglobe Further Strengthen UAE
- Japan Low-Carbon Cooperation with Sale of Blue Ammonia to Japan’s INPEX,”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9. 1).
22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a. 3.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3).
230) ADNOC, “ADNOC and Korea’s GS Energy Explore Opportunities to Grow Abu Dha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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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ADNOC와 합의하였다. GS
에너지와 더불어 일본의 미쓰이(Mitsui)가 공동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양사는
지분 각 10%씩을 보유하고 해당 시설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GS에너지는 이
번 사업 참여를 통해 연간 20만 톤의 암모니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31)
이외에도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21년 3월 ‘해외 수소 기반 대중교통 인프
라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어 UAE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번 사업은 UAE 현지에 태양광 연계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차고지형 수
소버스 충전소를 구축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를 중심으로
12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한다. 연구단은 실증사업을 통해 시간당 35kg
이상의 수소 생산이 가능하고 하루 1톤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고자 하며, UAE의 고온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대용량 수소 생산 및 충전 설비
를 개발하여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은 4년 9개월 동안 진행되며 2023년
12월까지 1단계인 국내 실증 단계를 마친 이후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까지 해외 실증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232)
이처럼 UAE는 수소 개발을 위해 유럽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과 협력을 확
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협력관계
를 UAE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보다 심화
된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UAE
의 협력 방식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우리의 대UAE 협력 고도화 과정에 반영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수소 부문 협력에 있어 우리의 차별성 및 강점
을 도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Hydrogen Economy and Carrier Fuel Export Posi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3).
231) ADNOC, “Mitsui and GS Energy to Join TA'ZIZ in World-Scale Low-Carbon Blue Ammonia
Project,” 온라인 자료; 「GS에너지, UAE 블루 암모니아 프로젝트 공동행보」(2021. 11. 16),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2. 21).
232) 「가스기술공사, UAE에 수소버스 충전소 짓는다」(2021. 4.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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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UAE의 수소 및 탄소 포집 부문 주요 협력사례
국가

사례
ENI-ADNOC

이탈리아

CCUS 첨단 기술 솔루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활성화를 위한
프로세스 및 기술 관련 협력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MOU 체결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새로운 중기(mid-term)
(2020. 1)
TOTAL-ADNOC
이산화탄소 감축 및 CCUS

프랑스

주요 내용

공동 연구개발ㆍ실용화에 관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협약 체결
(2020. 11)

솔루션 마련을 위해 협력
 이산화탄소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방안 모색
 탄소 포집과 저장, 석유회수증진 등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새로운 기술로 발전시킬 예정
 2017년 UAE 에너지산업부와 독일 경제에너지부
간 파트너십 구축

독일

UAE-독일 에너지 파트너십

 수소 중심으로 에너지 부문 협력 추진
- 2020년 1월 수소 관련 전문가 워크숍 개최
- 2021년 1월 보고서 발간을 통해 생산, 수송 및
교역, 최종 소비 단계별 양국 협력 유망분야 제시

마루베니-아부다비 에너지부
수소기반 사회 구축 MOU 체결
(2020. 1)

 그린수소 생산의 기술적,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의 생산ㆍ공급ㆍ유통 등에 대한 전문지식 공유,
공동연구 및 개발 추진
 마스다르는 아부다비 에너지부, 에티하드항공,

일본

마루베니-마스다르
수소연료 솔루션 개발 MOU 체결
(2021. 1)

칼리파 대학교, 지멘스, 루프트한자와도 MOU 체결
 태양광 발전으로 가동되는 수소 시범 플랜트를
2022년까지 건설 예정
 마루베니는 마스다르, 지멘스와 함께 프로젝트를
위한 인프라 개발 진행

경제산업성-ADNOC
연료 암모니아와 탄소 재활용 기술
개발 MOC 체결(2021. 1)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 새로운 기술 개발 협력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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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국가

사례

주요 내용

경제산업성-UAE 에너지부

 수소 생산 및 일본으로의 수소 수출을 위한 공급망

수소 부문 협력협정 체결(2021. 4)
일본

개발 촉진에 합의

ADNOC-INPEX-JERA-JOGMEC  UAE 내 블루 암모니아 생산의 상업적 가능성 모색
공동연구협정 체결
(2021. 7)

 일본 유틸리티 기업에 블루 암모니아를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
 양국의 수소교역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법, 규제

산업통상자원부-UAE
산업첨단기술부
수소경제협력 MOU 체결
(2021. 3)

관련 협력
 한국의 수소경제 추진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와 UAE 수소동맹 간
협력채널 구축
 국제 수소 컨퍼런스에서의 협력
 탄소 재활용 및 배출저감 기술 관련 투자기회 모색

한국
GS에너지-ADNOC
수소경제 협력협정 서명
(2021. 3)

 아부다비의 수소경제 성장 기회 모색에 합의
 블루수소와 블루 암모니아 등 수송용 연료 관련
새로운 밸류체인 개발을 위해 협력할 계획
 UAE 현지에 태양광 연계 전력으로 수소를

한국가스기술공사
UAE 수소버스 충전소 실증사업

생산하는 차고지형 수소버스 충전소를 구축하고 실증
 시간당 35kg 이상의 수소 생산이 가능하고 하루
1톤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기술 등 개발 계획

자료: Guidehouse(2021), p. 5, p. 31; Netherlands Enterprise Agency(2020), p. 19; “Masdar, Siemens, Marubeni
to develop green hydrogen in Abu Dhabi”(2021. 1. 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6); “Siemens Energy,
Masdar to build pilot UAE hydrogen plant by 2022, with focus on SAF”(2021. 5.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6); ADNOC, “UAE and Japan to Cooperate on Fuel Ammonia and Carbon Recycling
Technolog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Japan, UAE sign hydrogen co-operation deal”(2021.
4. 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ADNOC, “ADNOC and Three Japanese Companies to Explore
Hydrogen and Blue Ammonia Opportunit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a.
3.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3); ADNOC, “ADNOC and Korea’s GS Energy Explore Opportunities
to Grow Abu Dhabi’s Hydrogen Economy and Carrier Fuel Export Posi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3); 「가스기술공사, UAE에 수소버스 충전소 짓는다」(2021. 4.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9).

다. 디지털 기술
UAE 석유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 과정에서는 미국, 유럽 기업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ADNOC의 디지털 전환에서 핵심 부문인 파노라마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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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관제센터 구축은 영국의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아비바(Aveva)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비바는 파노라마 디지털 관제센터에 전사적 자원
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비즈니스 및 IT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플랫폼 및 운영관리 인터페이스인
InTouch OMI(Operations Management Interface)를 구축하였다. 또한
통합 공급망 관리(Unified Supply Chain Management) 솔루션을 제공하
여 가치사슬을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과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비바는 예상치 못한 장비 가동 시간을 줄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장비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예측 자산 분석(Predictive Asset Analytics) 솔루
션을 ADNOC에 제공하였다. 아비바의 소프트웨어는 120개 이상의 대시보드
에서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모니터링하는데, 파노라마 관제센터의 최적화된
운영을 통해 절감된 비용은 6,000만~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233)
이와 더불어 2019년 ADNOC는 미국의 다국적 복합기업인 허니웰
(Honeywell)과 10년 파트너십 계약을 하고 파노라마 디지털 관제센터에 자
산 모니터링 및 예측 분석 솔루션을 도입하였다. ADNOC는 이를 통해 유전
탐사 및 생산, 정제 및 판매 부문 전반에서 자산 효율성과 무결성을 극대화하
고자 하였다. 허니웰의 자산 모니터링 및 예측 분석 솔루션은 머신러닝, 디지
털 트윈과 같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장비 중단을 예측하고, 계획되지 않은 장
비 유지보수 및 비가동 시간을 줄이면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또한 설
비 상태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통해 장비 점검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 대응적 유지보수 방식에서 예측적 유지보수 방식으로의 전환을 가능하
게 한다. ADNOC는 예측적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4단계에 걸쳐 추진할 계획
이며, 1단계 작업은 2020년 11월 마무리되었다.234)
233) AVEVA Korea, Success Stories,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ADNOC),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6).
234) “ADNOC and Honeywell to undertake predictive maintenance project”(2019. 11. 22),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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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는 AI 기술을 강조하며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
다. ADNOC는 2020년 UAE 현지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G42와 합
작회사인 AIQ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2020년 11월 AIQ와 G42, 미국의 유전
사업 및 자원관리 서비스 회사인 슐룸베르거(Schlumberger)는 석유 및 가
스 산업에서의 인공지능, 머신러닝, 데이터 솔루션의 개발과 구축을 위한 전
략적 프레임워크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3개사는 디지털 기술, 고성
능 컴퓨팅,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 각사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세계 유전 탐
사 및 생산(E&P) 시장을 선도하는 AI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계획이다.
AIQ의 데이터 과학자, AI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슐룸베르거의 오픈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AI 모델링 및 슈퍼컴퓨팅 솔루

표 4-6. UAE의 디지털 기술 부문 주요 협력사례
국가

사례

영국

디지털 관제센터 구축 관련

주요 내용

아비바-ADNOC 파노라마  시스템 플랫폼 및 운영관리 인터페이스인 InTouch OMI
협력
허니웰-ADNOC 자산
모니터링 및 예측 분석
솔루션 계약
미국

(2019. 11)
슐룸베르거-AIQ-G42
전략적 프레임워크 협약 체결
(2020. 11)

구축
 통합 공급망 관리 및 예측 자산 분석 솔루션 제공
 머신러닝, 디지털 트윈과 같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장비
중단 예측
 계획되지 않은 장비 유지보수 및 비가동 시간 감축
 사후 대응적 유지보수 방식에서 예측적 유지보수
방식으로의 전환 추진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의 인공지능, 머신러닝, 데이터
솔루션의 개발과 구축 목표
 세계 E&P 시장을 선도하는 AI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계획

자료: AVEVA Korea, Success Stories,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ADNO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6); “ADNOC and Honeywell to undertake predictive maintenance project”(2019. 11.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Schlumberger inks machine learning deal with two Abu Dhabi AI firms”(2020.
11. 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인 자료; “ADNOC completes Phase 1 predictive maintenance project”(2020. 11. 12), 온라
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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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G42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를 지원한다. 3개사는 또한 관련 연구기술을 상호 공유하고 세계 E&P 시장
에서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시범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235)

4. 시사점
GCC의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전 세계 석유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유전 탐사 및 생산, 정제 및 판매 전반에 걸쳐 대외협력
을 확대해왔다. 석유화학 부문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아
지역으로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협력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화학제품 수출뿐 아니라 중국 내 석유화학
프로젝트 지분 참여, 합작투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산 원유의 안정적 판로 확보 측면에서 해외 주
요 정유사와 석유화학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합작투자를 확대해온 바 있
다. 한국기업에 대해서도 지분투자 및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투자를 확장하고 있다. UAE는 석유화학 부문에서 해외 유망
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자국 유치를 강조하고 있다.
UAE는 루와이스 정유ㆍ석유화학 단지, KIZAD 개발 등 자국 산업 생태계 구
축에 집중하면서 이를 해외 투자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거점으로 삼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모두 풍부한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수소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 개발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별로 수소 관련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아시아

235) “Schlumberger inks machine learning deal with two Abu Dhabi AI firms”(2020. 11. 9),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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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럽은 수요가 큰 지역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공급 능력이 큰 지
역으로 평가된다. 수소 관련 협력은 수요 중심 국가와 공급 중심 국가 간에 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유럽, 아시아 국가와의 협
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양국의 주요 원유 수출국인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탄소중립 추진 등 에너지 수요 변화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수소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
상된다. 양국은 한국, 일본 등과의 수소 및 암모니아 관련 협력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이 국가들에 원유와 더불어 수소를 수출하는 주요 공급국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호주와 같은 다른 수소 수출 유망국과의 경쟁이 예상
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아시아 시장을 유지하
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경제 구축을 추진하는 우리나
라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에너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수소 공급망을 확
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디지털 기술 도입에서는 미국 및 유럽 기업과의
협력이 두드러졌다. 국제 유가 변동성이 심화되고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석유산업에서의 기술 도입은 더욱 빠
르게 진행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생산 최적화, 통합 공급망 관리,
자산 모니터링 및 예측 분석, 안전 및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솔루션을 주로
미국 및 유럽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전
환을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선도하고 있으나,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해외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자국 기술기업과의 협력 연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디지털 기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석유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이 유전 탐사
및 생산 부문뿐 아니라 정제 및 판매 부문까지 확대된다면 우리가 강점을 갖
는 세분화된 기술을 통해 이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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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소 등 신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협력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UAE에서는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관련하여 메이저 석유 탐사기업
과의 협력이 주로 이루어졌다. UAE는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유전 개
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로, 이러한 탐사 경험을 바탕으로 CCUS 및 수소 기
술 공동 연구개발, 상용화 등을 위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이 국가들의 CCUS 시설에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이
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수소를 도입하는 식으로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방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4-7.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대외협력사례 비교 및 시사점
구분

사우디아라비아

UAE

∙ 세계 석유 시장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목표로 유전 탐사 및 생산, 정제 및 판매
대외협력
유사성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대외협력 확대
∙ 수소 개발과 관련하여 유럽,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활발히 추진, 특히 양국의
주요 원유 수출국인 한국 및 일본과 협력 강화
∙ 디지털 기술 도입에서는 미국, 유럽 기업과의 협력 활발
∙ 아시아 지역으로의 확장 적극적 추진

석유화학
국가별
특징

∙ 자국산 원유의 안정적 판로 확보

∙ 석유화학 산업 생태계 구축에 집중,

측면에서 해외 주요 정유사와

이를 투자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석유화학기업의 지분 인수 및

거점으로 활용

합작투자 확대
수소 및
탄소 포집
디지털
기술

∙ 미국 및 유럽 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해
수소 생산설비 및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 중심으로 협력 확대

∙ ENI, TOTAL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CCUS 관련 협력 추진

∙ 중국과 석유산업 분야 5G 기술 활용 ∙ AI 기술을 강조하며 국내외 기업간
관련 협력 추진

협력 모색

∙ 수소경제 구축을 추진하며 현재의 에너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수소
공급망을 확보하는 방안 고려 가능
시사점

∙ 해외 유전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CCUS 및 수소 기술 공동 연구개발, 상용화 등
협력 추진 가능
∙ 디지털 기술 부문에서 통합적 솔루션 제공이 아닌 세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진출 가능 분야 모색 필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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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중동 석유산업
다각화 협력 확대방안

1. 분석 내용과 시사점 종합
2.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과 석유산업의
대응 방향
3. 중동 산유국과의 다각화 협력 확대방안

1. 분석 내용과 시사점 종합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세계 석유산업 다각화 추세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중동 산유국의 다각화 전략과 대외
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세계 석유산업의 구조 변화를 촉진시
키는 두 가지 배경으로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
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석유기업은
유전 개발 및 석유 생산으로부터 고부가가치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
한 석유화학 부문으로 투자를 늘리는 한편, 탄소중립 경제에 부응하기 위해
수소 생산기술 및 탄소저감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또한 석유산
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유전 개발, 생산, 관리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즉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석유산업의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친환경 사업으로의 전
환과 디지털화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세계 석유산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 변화가 중동 산유
국에서는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제3장을 통
해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노력과 경쟁우위 및 위험요인들을 살펴보
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석유산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인 만큼 국가적
인 중장기 계획을 통해 정책 비전을 설정하고 부문별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에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석유화학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국내 발전 및 산업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천연가스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다. 또한 국내외 수소 수요
에 대응하기 위해 블루 및 그린수소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석유산업 전반
의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개발ㆍ적용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협력사례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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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함으로써 이 국가들이 원하는 협력 부문과 협력 방식을 살펴보았다. 사우
디아라비아는 석유화학 부문의 대외적 확장을 위해 아시아 지역의 기업 인수
또는 합작기업 설립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UAE는 자국 석유화학 부문 육성
을 위해 해외투자 유치를 강조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주요 원
유 도입국인 한국 및 일본과의 수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생산 가격경
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공동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디지
털 기술 협력은 주로 미국 및 유럽기업과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 최적화, 통합
공급망 관리, 자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을 위한 솔루션을 도입함과 동시에 자
국 기술기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2.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과 석유산업의 대응 방향
가. 에너지 전환 정책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
리협정이 채택된 이후,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
소배출 저감기술과 함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저탄소에너지 중
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236) 이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
다.237) 이에 따라 에너지 전환 정책은 세계 에너지산업 또는 에너지 수급구
236) 양의석(2019), pp. 1~2.
237) 2018년 10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씨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소중
립 목표가 달성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20,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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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특히 주로 화석연료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산업이나 기업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통해 2030년까지 재
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
였다.238) 2019년 1월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수소차를 2040
년 620만 대 규모로 생산하고 발전용 연료전지를 같은 해 15GW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2019년 6월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35%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통해 에
너지 전환에 대응하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6
대 에너지 기술분야를 제시하였다.239)
2020년 7월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탄소중립 전략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 정책에서는 주로 코로나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
해 디지털 뉴딜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고려한 그린 뉴딜을 제시하였
다.240) 2020년 10월 국가 비전으로서 ‘2050 탄소중립’이 선언된 뒤, 2020년
12월 본격적인 탄소중립 전략으로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발표되었
다. 이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 3대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또한 10대 과제로서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신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이 선정되었
다.241) 이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으로서 유엔에 제출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대비 24.4% 감축으로 결정되었다.242)
238) 산업통상자원부(2017b), p. 2.
239) 관계부처 합동(2019), p. 9.
240) 관계부처 합동(2020a), pp. 5~6.
241) 관계부처 합동(2020b), pp.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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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에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였다(2021. 8). 또한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
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2021년 8월 말 국회를 통과하고 9월 공
표되었다. 이 법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본계획 수립 등
의 법정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표 5-1. 국내 주요 에너지 전환ㆍ탄소중립 정책
정책

발표시기

에너지 전환 로드맵

2017. 10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3차 에너지기본계획
(2019~40)

2017. 12
2019. 1

2019.

계획(2019~28)

12. 23

한국판 뉴딜

2020. 7

추진전략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 원전의 점진적 감축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목표, 신규설비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
-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분야의 정책 제시
-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 생산

2019. 6. 4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2040년 30~35%)

4차 에너지기술개발

2050 탄소중립

정책 비전 및 목표

2020. 12. 7
2021. 8.

- 미래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16대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 선정
-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 코로나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립
-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 석유화학, 정유 부문 배출량 2018년 6,280만 톤에서 2050년
1,690만 톤으로 73% 감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10. 24), 온라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7b), p. 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 1.
17),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9. 8); 산업통상자원부(2019), pp. 49~55; 관계부처 합동(2019), pp.
9~11; 관계부처 합동(2020a), pp. 1~4; 관계부처 합동(2020b), pp. 6~19; 2050 탄소중립위원회(2021), p. 72.

242) 대한민국정부(2020), p. 32.

제5장 한-중동 석유산업 다각화 협력 확대방안 • 155

나. 국내 석유기업의 위험요인과 대응 방향
한국 석유산업은 석유수입 의존도가 100%이면서 석유정제설비는 세계 5위
규모이다. 석유화학 생산능력은 에틸렌 기준 세계 4위이다.243) 규모의 경제,
정제설비 고도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석유제품 수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가 추진되면서 한국 석유산
업은 생존을 위한 중장기 구조조정이 절실해졌다. 먼저 글로벌 석유생산량이
정점에 이르는 피크 오일(Peak Oil)이 도래하기 이전에 석유에 대한 국제 수
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즉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수송용 석
유 수요 감소, 납사의 친환경 원료 대체로 인한 원료용 석유 수요 감소, 발전
연료로서의 석유 수요 감소 등의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
가 본격화되면, 정유업계의 정제설비 가동률 저하, 생산량 감축, 수익성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2019년 기준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210만톤으로 전체 산업중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244) 이대로는 국내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생산비용이 급상승할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도 제
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는 글로벌 투자자도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투자조
건으로 제시하고 ESG 경영 차원에서 탄소중립 달성전략을 공개하도록 요구
하는 상황이다.245)
이에 국내 석유기업은 저탄소기술 혁신에 기반하여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
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온실가스를 상대적으
로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 비중을 낮추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즉 정유 비중을 줄이는 대신 납사
생산 비중을 늘리면서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전략
243) 성동원(2021). 전문가 간담회 발표 자료(2021. 2. 16, 비대면).
244) 구지선(2021), p. 27.
245) 박홍권(2021). 전문가 간담회 발표 자료(2021. 8. 4,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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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위해 COTC(Crude Oil to chemical)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246)
폐열 회수 및 재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정유공정에서 보일러
등에 주입되는 연료를 중유에서 LNG로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47)
둘째,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활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거나, 원유 또는 납사의 대체원료를 개발하
는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전력을 사용하고 CCUS 기술을 개
발ㆍ적용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고자 한다.248)
셋째,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사업다
각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정유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에 탄소 포집ㆍ
저장기술을 활용하여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소
액화 플랜트를 구축하여 액화수소를 저장, 운송하는 사업계획도 마련하고 있
다.249)
넷째, 국내 정유업계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 주유소를 활용하여 융복합주유
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즉 기존 주유소에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설비를 구축하는 한편 배터리 교체·정비 등 친환경 차량관리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친환경차량을 이용하는
운송·택배업체들의 물류 및 창고 기능이 더해진다면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와 물류 서비스를 결합하는 신규 사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250)

246) 정준환(2021), 전문가 간담회 발표 자료(2021. 8. 24, 비대면).
247) 구지선(2021), pp. 34~35.
248) 2021년 3월 국내 정유업계는 ‘정유업계 탄소중립협의회’를 발족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
술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2021b. 3.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8).
249) 구지선(2021), pp. 39~41; 정준환(2021), 전문가 간담회 발표 자료(2021. 8. 24, 비대면).
250) 구지선(2021), p. 41; 정준환(2021), 전문가 간담회 발표 자료(2021. 8. 24,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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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동 산유국과의 다각화 협력 확대방안
가. 신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에너지 협력 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동 산유국과 한국의 석유산업은 산업 환경이 서
로 다르고 석유기업의 사업 및 수익구조도 상이하지만, 세계 석유산업이 공
통적으로 직면한 생존 방식의 압력과 경쟁 아래 놓여 있다. 특히 중동 산유국
은 석유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비현
실적일 수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중동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나름대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목표 및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탄소순환경제를 제안하면서
2030년까지 전력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카타르 등과 탄소중립 생산국 포
럼(Net Zero Producers Forum)을 준비하고 있다.251) 2021년 10월에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UAE는 2005년
교토 의정서를 비준한 데 이어 2020년 12월 GCC 국가 중 최초로 파리협정
에 따라 NDC를 제출하였다. 2021년 10월에는 2020 두바이 엑스포를 계기
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UAE 정부는 2023년 11월로 예정된
UN 기후변화 회의(COP 28)도 유치하려고 한다.252) 이와 같이 한국과 중동
산유국은 세부적인 방안이나 정책수단은 다를 수 있어도 적어도 탄소중립이
라는 지향점은 같으며, 이는 공동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중동 에너지 협력은 향후 석유 도입량이 크게 감소한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여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글로벌 에너
지 환경에서 공동으로 에너지 안보를 제고할 수 있는 신에너지협력 파트너십
251) Kechichian(2021), 전문가 간담회 자문자료(2021. 9. 8, 서면).
252) 배지영(2021),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2021. 9. 15,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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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해야 한다. 그동안 에너지 협력은 주로 원유 및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
급에 기초했다. 탄소중립 달성 이후에도 화석연료의 안정적 공급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석유 수요가 줄어들면서 석유 생산비용이 상대
적으로 높은 미국의 셰일산업은 위축되는 반면 생산단가가 비교적 낮은 중동
산유국의 생산 비중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 에너지 협력관계는 지속되
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시대의 신에너지협력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저탄소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탄소중
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수소는
표 5-2. 한-중동 석유산업 다각화 협력 방향
한국

중동 산유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
-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글로벌 석유 수요 감소,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글로벌 환경 변화

전력 사용 증대
-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및 중장기적 하락세 전망
- 석유ㆍ전력산업 등 에너지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 적용 확대

국가 전략 및 정책
방향

- 에너지 전환ㆍ탄소중립 정책

- 석유산업 의존도 감축

-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석유화학 부문 투자 확대

- 한국판 디지털ㆍ그린 뉴딜

- 수소 생산 및 수출 확대

- 석유사업 구조전환

- 에너지 부문 디지털 기술 개발

기존 협력 - 원유 및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
유지

필요

확보 필요
- 탄소중립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에너지
협력
필요성

- 중장기적 원유 및 천연가스 수요처

신에너지
안보 필요

- 탄소중립 기술 개발 및 수출
- 수소 도입, 탄소저장소 필요
-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중동 진출

필요
- 수소 생산 인프라, 탄소 포집ㆍ저장
인프라 구축 필요
- 전력설비 업그레이드 필요
- 에너지산업 다각화 필요

- 저탄소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과 탄소저장소 확보
협력 방향

- 에너지신산업 협력 확대
- 공동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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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모두 생산되지 않는 한 수소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동 산
유국에서 도입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동 산유국의 유전을 활용한 탄소 저장
소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전환시대에는 에너지 전기화가 확대되고,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에너지신산업이 확대될 것이다. 중동 산
유국은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효율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
내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중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에너지전환시대에는 수소 생산, 탄소저감, 에너지 효율 제
고 등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공동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에너지 안보를 넘는 신에너지안보를 고려하여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
운 한-중동 경제협력관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세가지 협력 방향에 대
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저탄소 에너지원 및 탄소저장소의 안정적 확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것은 저탄
소 에너지원과 탄소저장소를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수소를 국
내에서 모두 생산하기에는 설비 확충에도 한계가 있고 생산비용도 상대적으
로 높은 편이다. 국내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고 해도
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중장기적 계획과 국제협력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253)
또한 수소와 탄소저장소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공급
이 원활해야 한다. 따라서 천연가스 도입계약과 마찬가지로 수소 도입이나
탄소저장소 사용을 위한 중장기 계약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수소 공급과
253) 김재경(2021),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2021. 2. 23,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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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장소 사용이 연계된다면, 이산화탄소와 수소의 교환 협력도 가능할 것
이다.254)
국내 건설사들은 1970년대 이후 중동 산유국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많은 노하우와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수소 생산
및 탄소저장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위에서 언급한 중장기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건설사가 중동 산유국에서 암모니아ㆍ수소 생산
및 공동비축 인프라(보안 설비 포함)를 구축하고, 생산분의 일부를 우리가 도
입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건설사가 탄소저장소의 선정, 개발, 이산화탄소 주
입시설 구축 및 주입, 운영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면서, 국내에서 포집
된 이산화탄소를 중동 산유국에 저장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선
박, 터미널, 하역시설 등 수소 및 탄소의 수송 인프라도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중장기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다. 국
내 기업이 일정 정도의 지분을 투자해야만 가능할 것이다.255) 지분 투자가 확
대되면 한국산 제품 및 기술의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또한 단독
투자일 경우 겪을 수밖에 없는 행정 리스크, 정보 부족 리스크 등을 줄일 수
있다. 국내 기업의 지분 투자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금융조달 역량을 보완
할 수 있는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인프라 구축 및 중장기 에너지 안보 사
업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추진할 근거도
명확하다. 이를 위해 ‘한-중동 탄소중립 펀드(가칭)’를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
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펀드에는 한국과 중동 산유국 양측이 동등한 규
모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양측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에너지 기업, 건설기업 등이 같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정책금융기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신용기관은 금융조달 역량이 있고 글로벌
254) 곽원준(2021),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2021. 8. 24, 비대면).
255) 2010년대 초 우리나라와 UAE 간 신규 유전 공동개발도 우리의 투자를 전제로 생산분의 일부를 도입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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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스 경험도 많아 인프라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펀드는 투자 플랫폼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즉 이 펀드를 통해
현지 경제정책의 변화, 법률 및 행정 제도의 변화, 인프라 구축 계획, 이해관
계자의 네트워크 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소 및 탄소저장소 확보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협업을 위해서는 설비
를 운영ㆍ정비(O&M: Operations and Maintenance)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이 필요하다.256) 그러려면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연구인력 및 인
프라 관리인력을 양성하는 인적자원 훈련센터를 설립하고 전문적인 교육프
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훈련센터는 현지 정부와 공동으로
공공 차원에서 구축하고, 교육프로그램은 한-중동 합작기업이 직무환경에 맞
도록 운영함으로써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지 교
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인력이 한국에서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기술 실습을 하
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양국간 전문인력 교류사업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력 양성사업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추진하고
있는 자국민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연계되는 것이므로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에너지신산업 협력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신산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010년대 중반부터 산업정책 대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관계부처 합동
(2015)에 따르면 에너지신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제고, 에너지
수요관리 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군을 말한
다.257) 구체적인 사업으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통합서비스, 전기차ㆍ충
256) 신상윤(2021),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2021. 1. 20,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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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보급, 태양광 설비 보급, 제로에너지빌딩 상용화 모델 개발 등이 제시되
었다. 에너지신산업은 ‘새 정부의 산업정책’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에너지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신산업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258)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해 분산전원시스템, 에
너지저장시스템, 연료전지, 지능형 전력망 등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에너지산업 정책은 석유 정제, 석유화학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용 연료전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으로 옮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석유기업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통 유전과 석유화학 기업을
매각하는 반면 셰일 천연가스전, 전력회사,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제조기업
등을 매입하는 경향을 보이며 저탄소 에너지 사업 또는 에너지의 전기화 사업
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259)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도 이
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의 민간 부문 확대에 많은 관심
을 갖고 있다.260) 또한 이는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동 산유
국의 실업난 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신산업은 우리나라와 중동 산유국 간에 중요한 산업협력 대
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는 우리나라와의 산업협력 경험
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
아는 우리나라를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한-사
우디 비전 2030 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 UAE는 특별전략적동반
자관계로서 그동안 유전 개발, 원전 건설 등 에너지 협력의 성과가 크다. 이에
기초하여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양자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257) 관계부처 합동(2015), p. 2; 김지효, 김현제(2020), pp. 7~11.
258) 5대 신산업은 에너지신산업 이외에 전기ㆍ자율주행차, IoT 가전, 바이오ㆍ스마트헬스케어, 반도체ㆍ
디스플레이 등을 말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17a, p. 8).
259) 삼정KPMG(2021), pp. 9~21.
260) Janardhan(2021), 전문가 간담회 자문자료(2021. 8. 31,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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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의 많은 부분은 전력과 관계가 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에너지의 전기화(electrification)이다. 향후 철강
등 산업활동이나 수소 생산(수전해), 전기차, 건물 냉방 및 난방, 취사 등 전기
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에너지소
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9.7%에서 2050년 49.1%로 두 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전력수급 안정화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송ㆍ배전
망 투자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그림 5-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통적인 전
력망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ICT 기반 전력설비에 연결
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쌍방향으로 수급신호를 보낼 수 있게 하면 전력
수급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송ㆍ배전 손실률은 2019년 기준
3.5%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우수한 수준이기 때문에 전력설비 면에
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261)
국내기업의 전력 부문 에너지신산업 진출은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부문
별 계획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부터 시

표 5-3. 세계 최종에너지소비 전망 시나리오
(단위: %)

전력

2020

2030

2040

2050

19.7

26.1

38.6

49.1

수소

0.0

1.5

3.3

5.8

바이오매스

9.5

6.1

6.9

7.3

석유

37.4

32.7

21.2

12.2

천연가스

16.3

14.7

11.0

5.8

석탄

12.1

9.6

5.8

2.9

열

3.2

3.0

2.5

1.7

기타

1.9

6.1

10.7

15.1

소계

100.0

100.0

100.0

100.0

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전망된 수치임.
자료: IEA(2021a), p.196을 이용하여 계산.

261) 산업통상자원부(202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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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할 수 있다. 이후 중소도시를 선정하여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공동
R&D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다. 또한 지능형 원격검침설비(AMI),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의 수출 또는 현지 생산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262) 마스터플랜 수립에서 실증시범사업, 그리고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에 이르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양국간 신뢰관계를
토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 전략 외에도 정부 또는 공
공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기업과 현지기업 간 합작기업 설립
및 기술 전수 등의 과정을 통해 협력사업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 전력 부문 에너지신산업의 범위

주: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와 배전자동화시스템(DAS: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은 송배전망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지능형 원격검침설비(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은 전력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자료: 이권형 외(2017), p. 133.

262) 전력 부문 에너지신산업의 대중동 진출방안에 대해서는 이권형 외(2017), pp. 126~1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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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탄소 및 디지털 기술 R&D 협력 확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경제성 있는
탄소저감 기술이다.263) 원유 및 납사의 대체원료 개발이나 신재생에너지 저
장기술, 수소 생산기술, CCUS 기술, 디지털 기술 등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
르지 못한 기술이 많이 있다. 이는 한국과 중동 산유국 공동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술
개발 및 R&D 투자를 위한 공동연구협정(JSA: Joint Study Agreement)을
체결하고, 중동 산유국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생산,
CCUS, 디지털 오일필드 등 다양한 분야를 선정한다. 그리고 공동기술 개발
은 기술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패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공동기
술개발센터 등 상호 기술 수요를 파악하면서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공
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기술적 성과를 확인하
는 것이다. R&D 과정에서 바로 나온 기술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해봐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증단계에서 나온 데이터를 축적하고 실
제로 현지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리스크가 상대적으
로 적은 중소형 유전이나 대기업의 일부 공정 등을 활용하여 실증을 거치고
기술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단계는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다. 앞서 1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3단계에서는 민간
기업간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3단
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2단계에서 신뢰관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신기술 개발
로 새로운 사업이 가능하다면 국내기업과 현지기업 간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263) 조홍종(2021), 전문가 간담회 자문자료(2021. 8. 31,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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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및 원료 공급망과 판매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R&D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대학과 현지 대학 간 연계를 통해 대학
간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상호 방문을 통해 인력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
다. 이러한 인력 교류가 잘 이루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 한-중동 공동투자를
통한 에너지기술대학 설립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공재 성격이 강
한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면서, 이해관계 기업들이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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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Petroleum Industry Diversification in the Middle Eas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in the Era of
Energy Transition
Kwon Hyung Lee, Sung Hyun Son, Yunhee Jang,
Kwang Ho Ryou, and Dawoon Le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various mid-to-long term
plans, policies, and business cooperation cases to promote
diversification in the Middle Eastern petroleum industry, suggesting
policy proposals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to deepen industrial diversification in the region.
Chapter 2 analyzes global factors that have influenced the oil
industry, and examines the trends of diversification in the oil industry
and characteristics of diversification in major countries. Increasing oil
price volatility and the expanding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ake a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economy have
acted as a factor in diversifying the oil industry. As the trend of low oil
prices has continued since the second half of 2014, the raw materials
for manufacturing petrochemical products have become available at
cheaper prices, and this has led to increased investment in
downstream sectors such as oil refining and petrochemicals. In
addition, as efforts to reduce carbon emissions in the oil industry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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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ed, the share of natural gas production increased, investment
in hydrogen and carbon reduction technology expanded, and digital
technology was actively introduc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oil
industry operations. In the downstream sector, the United States is
focusing on ethylene production using ethane derived from shale gas,
and China is continuing its efforts to expand facilities and diversify
feed stocks to improve its own production capacity. In the area of
hydrogen and carbon reduction, European countries such as Norway
and Germany,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 are
increasing investments in hydrogen utilization and green hydrogen
technology development. Efforts in the area of digital technology can
be characterized by the introduction of oil field technology in
segments such as oil field exploration and development, transportation
and storage by multinational oil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and
Norway.
Chapter 3 examines government policies, competitive advantage,
and risk factors for the diversification of the oil industry in the Middle
East. Saudi Arabia and the UAE are engaged in various mid to
long-term plans and strategies aimed at reorganizing the structure of
the oil industry, recognizing it as a key industry that is overly biased
toward the upstream sector. First of all, the two countries are investing
in the petrochemical sector, which is expected to increase in demand
even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Saudi Arabia is expanding its
production capacity of basic and intermediate chemicals through
various investment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joint ventures with
foreign companies. The UAE has a relatively low production capacity
for feedstock and basic chemicals, but has the advantage of d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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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such as plastics and fertilizers. Saudi Arabia and the UAE are
also expanding their blue and green hydrogen production capabilities
in line with the global demand for green energy. In particular, the
Saudi government intends to move early into the hydrogen market by
pushing for blue hydrogen exports through Aramco while also
advancing the possible production time of green hydrogen. The UAE
is still focusing on expanding the production of blue hydrogen, but it
has the advantage of having high price competitiveness in green
hydrogen and the capacity to produce pink hydrogen using nuclear
power. In addition, Saudi Arabia and the UAE are actively promoting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digital services or solutions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oil industry. However, due to the lack of
overall technology to diversify the oil industry in both countries,
cooperation with foreign companies is necessary to secure competitiveness
and develop technologies.
Chapter 4 reviews the direction of external cooperation for
diversification of the oil industry and examines specific examples by
sector such as petrochemical, hydrogen, CCUS, and digital technology.
Saudi Arabia and the UAE are increasing petrochemical or oil refining
projects jointly promoted by establishing joint ventures in major
overseas export base countries to stably export oil and create added
value. Saudi Arabia has acquired stakes in major overseas oil refiners
and petrochemical companies or expanded joint investments to
secure a stable market for its own crude oil, and has also pushed for
equity investments and joint ventures in Korean companies. The UAE
is promoting entry into promising overseas markets in the
petrochemical sector, while focusing on attracting foreig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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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its domestic market. In addition, both Saudi Arabia and the UAE
are actively developing hydrogen based on abundant natural gas and
renewable energy. The two countries are promoting cooperation with
a focus on exporting hydrogen, based on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hydrogen produced in their own countries. As major crude oil
importers of the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 have been important
partners of this cooperation. In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y,
cooperation with US and European companies has been remarkable.
Saudi Arabia and the UAE are found to be mainly utilizing solutions for
production optimization, integrated supply chain management, asset
monitoring and predictive analysis, and safety and efficiency
improvement through US and European companies. The two countries
plan to foster their own industries and increase job creation by
establishing local joint venture companies with global companies and
expanding joint R&D.
Chapter 5 suggests cooperation policy proposals to further promote
industrial diversification in the Middle Eastern petroleum industry.
Although Korea and Middle Eastern oil exporters have different
industrial environments in the sector, they pursue the same policy goal
to attain carbon neutrality. This is the common foundation on which
both regions could establish a new energy security cooperation
regime. First, stable supply and demand of low carbon energy
resources such as hydrogen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Korea and
Middle Eastern oil exporters for carbon neutrality and hydrogen
economy. For this, both regions need to establish long-term supply
contracts on the condition that Korean companies construct the
hydrogen production facilities involved. Establishing a Korea-M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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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carbon neutrality fund would ease the financial burden for
construction projects. Second, new energy businesses responding to
the electrification of energy should be promoted to enhance energy
efficiency in national power systems. Consulting projects to establish
master plans for efficient power infrastructure and demonstration
projects to evaluate consulting results should be conducted, as
infrastructure remodelling consumes large amounts of financial
resources. Moreover, these projects will require government-togovernment cooperation based on mid-to-long term mutual interests.
Third, technology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regions should be
advanced to attain carbon neutrality. More technological breakthroughs
in the sectors of hydrogen production and carbon reduction need to
be obtained for future cooperation. Joint study agreements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a joint research platform should be
established for active interaction and mutually beneficial assistance
between the two regions. This could be developed into a joint venture
for production and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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