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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사

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원유매장량의 21%, 원유생
산량의 13%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중동과

북부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
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8년 4.6%의 실질GDP 성장률과 4,816
억 달러의 GDP(명목)를 기록하였다. 2010년 사우디 경제는 세계
경제의 안정화와 국제유가의 반등세에 힘입어 안정적 성장을 이
룰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적 에너지 부국인 만큼 에너지 중심의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부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가 절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관계로 원유ㆍ가스 수출이 총 수출
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收入)은 정부 재정
수입의 90%에 달할 만큼 비중이 크다. 반면 제조업의 GDP 내
비중(2008년)은 8.3%에 불과한데, 석유화학과 알루미늄, 비료 등
에너지연관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높다. 이에 사우디 정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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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전전략의 일환으로서 에너지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사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10)
에 따르면 사우디의 기업환경은 조사대상 181개국 중 13위로 중
동국가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 소유권
등기, 투자자보호, 납세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계약이행과 고용 및 해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납세
등은 외국인투자의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지역 최대 건설시장으로서 최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시장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두바이를 비롯한 주변 걸프국가들의 건설경기가 침체국
면에 진입하는 가운데, 사우디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
적인 건설프로젝트 발주에 힘입어 시장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업은
전년대비 2.9% 성장한 약 21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기록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기침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정
부의 적극적인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힘입은 바가 크다.
향후 사우디의 건설업은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다. 우리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와의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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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강화와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향후 교육, 의료, 발전, 상하수도 등 유틸리티 관련 분야
와 주택 및 상업용 건물 건설부문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동 분야에 대한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보통신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과 이동통신 및 인터넷 가입자의 가파른 증가세, 당국의 신규
통신사업자 승인에 따른 시장경쟁 강화, 3.5G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브로드밴드 시장창출 등에 힘입어 중동지역 주요 정보통신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 PC 시장은 노트북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동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시장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사우디 초고속 인터넷시장의 성장에
따라 광통신 분야로의 진출도 유망하며, 교육부문과 전자정부부
문 역시 진출유망 분야로 평가된다. 한편 통신분야의 경우 휴대
전화 이용이 보편화되고, 무선인터넷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휴대
전화를 이용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대한 사우디 소비
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모바일 부가서비스 분야의
우리업체의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우디 석유화학산업은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된다. 세계 최대 원유매장량 보유국
인 사우디는 풍부하고 저렴한 원료와 유럽과 아시아시장 수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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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맞은 지리적 입지,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외국기업의 투자
등을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며 세계적 석유화
학 생산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기업은 사우디시장에서 성공
적으로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석유화학 플랜트에 필요한 각종 플랜트 기자재시장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플랜트 수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우디 업체와의 합작을 통한 사우디
석유화학산업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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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원유매장량의 21%, 원유생산
량의 13%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중동국가

들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또한 유일하게 G-20 회원국으
로 참여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고유가 시기로 접어들면서 우
리나라와 사우디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양자간 경제협력
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
역대상국으로 2008년 우리의 대(對)사우디 수출금액은 53억 달
러로 20위의 수출대상국인 반면, 대(對)사우디 수입금액은 338억
달러로 4위의 수입대상국이다. 특히 사우디는 우리의 제1의 원유
도입대상국으로 우리나라 전체 원유도입량의 30%를 사우디로부
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는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인 GCC(Gulf Cooperation Council)의 중심국가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현황 및 산업구조를 분
석하고 사우디 경제에서 중요성이 크거나 우리 기업의 진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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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 산업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대사우디 경제협력
확대전략을 비롯한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
되었다. 특히 사우디의 거시경제에 관한 내용이나 단편적 정보
들은 언론을 통해 간헐적으로 소개되었지만 핵심 산업 및 유망
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KOTRA와의 합동연구를 통한 이 보고서는 기초자료로서의 의의
가 있다.
본 연구는 해당국 정부기관이 발표한 자료 및 통계나 관련 연
구기관들의 참고문헌을 통한 정성적 분석과 전문가 면담 및 현
지조사를 통한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분석대상 산업은
건설업, 정보통신산업, 석유화학산업 3개 산업을 선정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산업의 선정은 사우디 주요 산업에 대한 국내
정보수요와 사우디 경제구조상의 중요성, 향후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는 Ⅱ장에서 사우디의 경제동향 및 산업정책에 대해
서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사우디의 건설업, Ⅳ장에서는 정보통
신업, Ⅴ장에서는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한다. 마
지막으로 Ⅵ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3개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사우디 진출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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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동향과 산업정책
1/
2/

경제동향 및 전망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동향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원유매장량의 21%, 원유생산량의
13%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중동⋅북부아프리카 국
가들 가운데 가장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
아의 2008년 GDP(명목) 규모는 4,816억 달러이며, 4.6%의 실질
GDP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0년대 초에는 세계경제 둔화에 따
른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원유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하여
1%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세계경기 회복과 고유가가
본격화된 2003년 이후 원유수출 증가와 내수시장 확대에 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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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사우디는 2003년부터 국제유가가
매년 10~30%씩 급등함에 따라 2003년 7.7%의 실질GDP성장률
을 기록한 이후 3~5%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왔다. 사우디
의 1인당 GDP 역시 고유가 시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에 8,785달러였던 사우디의 1인당 GDP(명목)는 이후 경
제성장과 함께 빠른 증가세를 보여 2008년에는 1만 9,345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와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건설시장 및 내수시장 확대가 경제성장
의 주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2008년에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출 증
가에 힘입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를 기
록하였다. 사우디는 2003년에 수출 932억 달러, 수입 383억 달
러로 54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
수출이 3,106억 달러, 수입이 910억 달러로 무려 2,19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무역수지 흑자폭을 확대하였다. 이에 힘입어
경상수지 역시 2003년 233억 달러 흑자에서 2008년 1,506억 달
러로 흑자폭을 크게 확대하였다. 2000년대 초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00억 달러 내외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사우디의 정부재정 역시 원유수출 증가에 따른 정부수입(收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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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힘입어 2008년에는 GDP 대비 약 28%의 재정수지 흑자
를 기록하였다. 사우디는 1980년대 이후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 2003년에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이후 재
정수지 흑자폭을 확대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5년까지 1% 미만의 저물가 기조를 유지
해왔으나 2006년부터 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

그림 II-1 사우디아라비아 명목GDP 및 실질GDP 성장률 추이

달러
(단위: 십억 달러, %)

주: 2008년은 추정치.
자료: IMF(2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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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6%를 기록했던 사우디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6
년과 2007년에 각각 2.3%와 4.1%가 상승한 데 이어, 2008년에
는 전년동기대비 무려 9.9%나 치솟았다. 오일머니 유입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각종 투자⋅소비 증가가 물가상승 압력을 높인
가운데, 글로벌 달러 약세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
후 단행된 금리인하 조치가 물가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킨 것
이다. 사우디는 통화정책상 자국의 환율을 미국 달러에 고정시키
는 달러 페그제를 채택한 관계로 2007년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림 Ⅱ-2 사우디아라비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주: 2009년은 전망치.
자료: IMF(2009a); IMF(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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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이후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인하에 맞춰 자국의 금리도 낮
추게 된다. 물가상승 압력이 큰 상황에서 취해진 사우디의 금리
인하 조치는 결국 유동성 공급확대로 이어져 물가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침체
의 영향으로 석유제품과 건설부문 위축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2009년 물가상승 압력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물가상승률은 4.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
인다.

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및 경제전망

사우디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재정지출 및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으며,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 고유
가 시기 동안 축적한 오일머니를 활용하여 재정확대 정책을 추
진하였는데, 2009년 재정지출 규모를 전년대비 15.8% 증액한
1,267억 달러로 편성하고 이 중 600억 달러를 신규 및 기추진
공공사업 투자에 투입하였다. 또한 금융권 안정화를 위하여 정
책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 은행권 긴급유동성 지원 등을
통한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민간은행 대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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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하여 국부펀드와 국유은행을 통해 대출을 확대하는 조치
를 취하였는데, 사우디 국부펀드인 Public Investment Fund와
Industrial Development Fund는 국내기업에 대해 대출을 확대하고
만기를 연장한 바 있다. 사우디 당국은 경기회복이 확인될 때까
지 정부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및 양적완화 등의 정책기조를 유
지한다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2010년 사우디 경제는 세계경제의 안정화와 국제유가의 반등
세에 힘입어 안정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의
2010년 경제성장률은 2~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관별로는 IMF가 4.0%, Globlal Insight는 2.6%의 실질GDP 성
장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사우디의
성장률이 2008년 4.4%에서 2009년 -0.9%로 급락한 것과 비교하
면, IMF의 2010년 4.0% 성장 전망은 사우디 경제를 상당히 긍
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경제가 안정적 회복국
면에 진입할 경우 중국⋅인도 등 아시아 신흥경제의 에너지수요
증가와 달러가치의 추세적 하락의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중기적
으로 안정된 상승 기조를 띨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오일머니의
재유입으로 이어져 사우디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된다. IMF
는 2010년 전 세계 석유수요가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
측하고, 2010년 평균 유가를 2009년(61.5달러) 대비 약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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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한 75달러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다. IMF가 사우디의 견조한
성장을 예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2010년 세계경제
가 안정화에 실패할 경우 수요부진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의 여
파로 사우디의 성장률 하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1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09년

2010년

Global
Insight

IMF

실질GDP성장률

-0.9

0.5

4.0

2.6

4.5

4.7

4.0

1.9

소비자물가상승률

IMF

Global
Insight

전망기관

자료: IMF(2009.10); Global Insight(2009.10).

글상자 1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개황

가. 일반사항
□ 국명:사우디아라비아 왕국(Kingdom of Saudi Arabia)
□ 위치:중동 아라비아 반도
□ 면적:215만㎢(아라비아반도의 80% 차지, 한반도의 10배)
□ 기후:리야드 등 내륙지역-일반적으로 고온 건조
제다 등 홍해 연안과 걸프 연안-고온 다습(평균 32~34℃, 최고 53℃)
□ 수도:리야드(Riyadh)
□ 인구:약 2,398만 명(사우디인 1749만 명, 외국인 648만 명, 2007년)
□ 주요 도시:리야드(584만 명), 메카지역(610만 명), 메디나지역(161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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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 계속)

□ 민족:아랍족(베드윈 27%, 정착민 73%)
□ 언어:아랍어
□
□
□
□
□
□

종교:이슬람교(수니파 90%, 시아파 10%)
건국(독립)일:1932년 9월 23일(사우디 왕국 선포일)
정부형태:전제군주제(정교 일치)
국가원수(실권자):압둘라(Abdullah) 국왕(2005.8.1 즉위)
정당:없음
정부성향:대외적으로 친서방 온건노선, 대내적으로 정교 일치의 보수 이
슬람

나. 경제지표
□
□
□
□
□
□

GDP:US$ 3,817억(2007년), US$ 4,689억(2008년)
실질경제성장률:3.4%(2007년), 4.4%(2008년)
1인당 GDP:US$ 15,750(2007년), US$ 18,880(2008년)
실업률:9.9%(2008년 정부발표 기준), 실제 실업률은 15~20%로 추산
물가상승률:4.1%(2007년), 9.9%(2008년)
화폐단위:Saudi Arabia Riyal(SAR)

□
□
□
□

환율:US$1 = SR 3.745(고정환율)
외채:US$ 652억(2007년), US$ 745억(2008년)
외환보유고:US$ 338억(07년), US$ 303억(2008년)
산업구조(2006년):석유가스(50.9%), 제조업(9.6%), 농업(2.8%), 건설(4.6%),
기타 서비스업(38.0%)
□ 교역규모:수출:US$ 3,044억, 수입:US$ 1,083억(2008년)
□ 교역품(2007년)
수출:광물성 원료(88.2%), 석유화학제품(6.2%), 금속 및 금속제품(1.0%)
수입:전기기계류(29.5%), 수송기계 및 부품(17.6%), 금속철강(15.0%),
식품농산물(13.3%)
□ 주요 수출국(2007년):미국(16.9%) 일본(15.3%) 한국(8.5%) 중국(6.8%)
인도(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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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입국(2007년):미국(13.6%), 중국(9.7%), 독일(8.9%), 일본(8.7%),
이탈리아(4.6%), 한국(4.5%)
□ 석유매장량:2,643억 배럴(세계 총 매장량의 23.1%)
□ 천연가스매장량:235조 입방피트(세계 총 매장량의 4%)
다. 한⋅사우디 관계
□ 체결협정:경제기술협력협정(1974), 문화협정(1974), 항공협정(1976), 교
육교류약정(1997), 투자보장협정(2002), 이중과세방지협약(2007)
□ 교역규모
우리나라 수출:52.5억 달러(2008년)
우리나라 수입:337.8억 달러(2008년)
□ 교역품
우리나라 수출:자동차, 철강, 산업기계, 가전, 직물
우리나라 수입:광물성 원료(원유, 나프타, LPG), 석유화학제품
□ 투자교류
대사우디 투자:2008년 12월 누계 기준 189건, 7,463만 달러(투자기준)
대한국 투자:2009년 3월 기준 36건, 3억 200만 달러(신고기준)
□ 교민:2,059명(2009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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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적인 에너지 부국인 만큼 에너지 중심
의 경제구조를 나타내며 에너지부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절
대적으로 크다. 사우디는 세계 총 매장량의 21.0%에 해당하는
2,641억 배럴의 원유매장량을 보유한 세계 최대 에너지 보유국
이며, 2008년 원유생산량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85만 b/d
에 달한다. 이러한 관계로 사우디의 경우 원유⋅가스 수출이 총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며, 에너지수입(收入)은 정부 재정수입
의 90%에 달할 만큼 비중이 크다. 2008년 기준으로 원유⋅가스

16｜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산업

생산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0%에 달한다. 2004
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원유⋅가스 부문의 GDP 내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 GDP 내 원유⋅가스 비중
인 40.6%와 비교할 때 16.4%포인트나 증가하였다.
표 Ⅱ-2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별 GDP 구조
(단위: %)

2004년

2008년

2,507억 달러

4,694억 달러

82.5

87.7

1. 농림수산업

4.0

2.3

2. 광물성 원료

41.0

57.2

40.6

57.0

0.3

0.2

명목GDP 규모
A. 산업생산(정부서비스 제외)

a) 원유·천연가스
b) 기타
3. 제조업

10.2

8.3

a) 석유정제

3.5

2.5

b) 기타

6.8

5.7

4. 전력·가스·수처리

1.1

0.7

5. 건설

5.4

4.0

6. 도소매, 음식숙박

6.2

4.6

7. 운송·저장·통신

3.8

3.0

8.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9.7

6.8

9. 지역·사회·개인서비스

2.8

1.8

B 정부서비스

16.6

11.7

C. 관세수입

0.9

0.7

100.0

100.0

총 GDP
자료: SAMA(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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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경제에서 원유⋅가스 생산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부문은 제조업으로, 2008년 GDP의 8.3%를 차지하였다. 제
조업은 석유화학과 알루미늄, 비료 같은 에너지 연관 제조업 분
야의 비중이 높다. 이 외에 금융⋅보험⋅부동산업의 비중이
6.8%이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이 4.6%, 건설업 4.0%, 그리고 농
림수산업이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사우디는 지난 2004년에 제8차 5개년 개발계획(2005~09년)의
수립과 함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long-term strategy for the saudi
economy)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전략에서는 제8차 5개년 개발계
획을 시작으로 향후 20년 뒤인 2024년까지의 사우디 경제 비전
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전략은 사우디의 당면과제인 ‘삶의
질 향상(raising standards of living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과
‘지속가능한 발전(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글로벌 경
쟁력 강화(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지역통합(regional and
arab integration)’ 등의 달성을 목표로 발의되었는데, 2024년까지
연평균 6.6%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2024년에는 GDP 규모가
2004년의 3배로 확대되고, 1인당 소득은 연평균 4.2%의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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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2024년까지 2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
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제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성장을 촉진하여 전체 수출과 GDP에서 에너지부문
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산업다각화의 필요성과 함께 숙련노동력 및 전문인
력의 양성 등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발전 및 지식경제 이행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 Ⅱ-3 사우디아라비아 중장기 경제발전 목표(2004~24년)

목표연도

2004

2009

2014

2019

2024

GDP
(십억 SR)

714.9

895.2

1,189.1

1,674.7

2,542.5

1인당 소득
(천 SR)

43.3

48.2

57.0

71.8

98.5

2005~
2009

2010~
2014

2015~
2019

2020~
2024

2005~
2024

GDP(%)

4.6

5.8

7.1

8.7

6.6

1인당 소득
(%)

2.2

3.5

4.8

6.4

4.2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주: 1999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Saudi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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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화 정책

1) 제조업 현황

2008년 현재 사우디의 제조업체는 4,167개로 약 47만 명이 종
사하고 있으며, 총 투자금액은 960억 달러이다. 업체수 기준으로
주요 업종을 살펴보면, 기초금속 및 기타 비금속업종 기업이
975개로 전체 업체의 23.4%에 달하며, 화학 및 고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가 866개로 전체의 20.8%를 차지한다. 그리고 정
유업의 경우 장치산업의 특징상 업체 75개로 많지 않으나, 전체
제조업 투자금액의 3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사우디의
제조업종은 저렴한 원가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연관 제
조업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공업에 해당되는 음식료 제조업체의 수는 668개로 전
체의 16.0%를 차지하는데, 음식료 제조업이 전체 업종 가운데
고용규모가 가장 크다. 섬유의류, 종이, 목재, 가구 등의 업종의
경우 비중이 크지 않으며, 기계와 전기기계 제조업 역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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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사우디아라비아 제조업 현황(2008년)

2000년

2008년

구분
업체수

업체수

종업원

백만
달러

명

개

비중
(%)

개

3,443

100.0

4,167

546

15.9

668

16.0

9,377

86,515

섬유

72

2.1

84

2.0

1,112

14,244

의류

52

1.5

71

1.7

191

7,994

피혁

40

1.2

45

1.1

165

3,801

목재 및 제품

46

1.3

52

1.3

210

3,932

종이 및 종이제품

113

3.3

138

3.3

1,658

15,894

출판인쇄업

108

3.1

117

2.8

997

10,381

65

1.9

75

1.8 38,764

23,316

화학 및 제품

298

8.6

422

10.1 10,127

36,540

고무, 플라스틱 제품

356

10.3

444

10.7

3,079

39,740

기타 비금속제품

577

16.8

679

16.3 12,858

69,139

기초금속

257

7.5

296

7.1

9,439

42,377

조립금속제품

244

7.1

288

6.9

1,935

26,230

기계장비

181

5.3

217

5.2

1,342

22,386

전기기계

84

2.4

99

2.4

2,206

18,031

자동차,트레일러

97

2.8

125

3.0

613

11,952

가구

261

7.6

293

7.0

1,394

27,394

기타

46

1.3

54

1.3

532

6,431

단위
전체 제조업
음식료품

석탄, 정유제품, 핵연료

비중
(%)

투자액

100.0 95,999 466,297

자료: Saudi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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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화 전략

사우디 정부는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화 전략을 추
진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생산기반 및 수출제품의 다양
화를 목표로 수립된 ‘2020 산업화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산업
화 전략 수립의 배경은 제조업의 육성을 통한 ① 국제유가 변동
에 따른 국가경제의 취약성 완화, ②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③
지역간 균형발전 시현, ④ 삶의 질 향상, ⑤ 아랍지역 및 글로벌
경제협력에 기여 등으로 집약된다. 사우디 정부는 산업화 전략
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2020년까지 GDP 내 제조업의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기술기반 제품의 생산비중을 전체의 60%, 제
조업 제품의 수출비중을 전체의 30%, 제조업 고용비중을 전체
의 30%로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사우디에서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산업기반 확충과 정
부의 대규모 산업인프라 구축, 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와 대규
모 정제시설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민간 산업부문 육
성을 위한 기금과 기관을 설립하여 민간부문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사우디산업개발기금(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과
사우디개발기금(Saudi Fund for Development), 수출개발청(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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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uthority)이 대표적 예이다. 또한 노동인력의 수준
제고를 위한 기술교육 훈련기관도 설립되었다.
한편 ‘2020 산업화 전략’에서는 제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한
해결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숙
력노동력 및 전문인력의 양성과 선진기술의 도입이다. 이를 위
하여 체계적인 인적자본 개발 프로그램과 함께 선진 산업기술과
경영관리 및 마케팅, 시장조사 기법 등의 향상이 요구된다. 둘
째, 국내시장 및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
품 특화 및 기술의 선진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
발 활동과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프로그램 운영, 국제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우디 기업의 85%를 차지하는 중소기
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넷째, 자본과 기술의 도입
을 위한 외국인기업, 특히 글로벌 선도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이
다.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이용하는 제조업의
육성이 요구되는데, 특히 수출지향 제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
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제조업육성을 위한 5개 유망 업종을 선정
하였는데, 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 ② 금속가공업, ③
범용기계장비 제조업, ④ 건설자재 제조업, ⑤ 포장용기 제조업
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석유화학업종과 유리, 플라스틱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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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술 및 의약품 제조업 등도 육성분야로 지정하였다.

3) 산업단지 조성

사우디 정부는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의 기본 틀 내에서 산업다
각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주요 방편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제조업체 설립을 촉진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전국적
으로 7개 도시에 14개 공단을 조성하였는데, 이들 공단은 1,790
개 기업을 유치하고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사우디는
그동안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단계별 산업단지 개발을 병
행하였기 때문에, 중부 사막지대를 제외하고 거의 전 지역에 산
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대표적 산업단지는 주베일(Jubail)과 얀
부(Yanbu) 지역에 1975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왕실위원회
산하의 대규모 산업단지이다. 주베일은 사우디 동부지역에 소재
한 대표적 석유화학단지로, 8,000헥타르의 공단 내 19개 공장이
SABIC의 감독하에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비료 등을 생산하
고 있다. 얀부는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제다(Jeddah) 북쪽에
소재한 185 평방 킬로미터 규모의 산업도시로 얀부 상업항이 있
으며, 정유공장과 석유화학 플랜트 및 관련 업종 기업이 있다.
사우디 정부는 ‘2020 산업화 전략’의 일환으로 전 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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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합하여 산업단지를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석
유광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경제기획부⋅상공부 등이 참여하
는 산업단지 개발위원회를 설립하여 산업단지 육성전략을 수립
하는데, 위원회는 자동차, 건설자재, 금속가공, 포장, 전기전자 5
개 업종을 중점 육성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2007년 왕령에 의거
해 정부 내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추진하
고 있다.
사우디 상공부 계획에 따르면, 현재 14개 산업단지를 중장기
적으로 24개로 확대한다고 한다. 홍해 연안의 얀부 산업도시에
2019년까지 왕실위원회가 32억 달러를 투자하고 400억 달러 규
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66평방킬로미터 규모의 제2 얀부 산
업도시를 개발할 계획이며, 동부지역 주베일 산업도시에도 정부
가 56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민간부문에서 640억 달러를 유치하
여 제2 주베일 산업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
의 발전을 위해 2001년에 사우디 산업기술공단(SOIETZ : Saudi
Organization for Industrial Estates and Technology Zone)을 설립하
여 350만 평방미터 규모의 담맘(Dammam) 기술단지를 건설 중
이며 2007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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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국인투자 정책

1) 외국인투자법

사우디는 1956년 최초의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이후, 1962년
과 1979년 두 번의 개정을 거쳐 WTO 가입 준비를 위하여 2000
년에 외국인투자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같은 해에 개정 법률에
의거 사우디 투자청을 설립하고 투자허가 및 유치활동 조직을
일원화하였다. 2002년에는 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 유
치 및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혜택, 인센티브,
투자보장 등에서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종전
에는 국가발전계획에 부합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분야를 중
심으로 제한적으로 외국인투자를 허가하였으나, 동법 개정을 통
해 투자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개방하였다. 단독투자
의 경우에도 보조금 성격의 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로
운 과실송금이 보장되도록 하며, 투자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법인세 인하, 최소투자금액 한도 철폐 등의 조치를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였다.
2007년 3월 사우디 최고경제회의(SEC)는 그동안 외국인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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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였던 유통, 도소매 등 서비스업종의 일부 분야를 개방하
였다. 유통서비스, 도소매업(의약소매업, 개인제약서비스 포함),
영화 및 비디오 유통업, 통신서비스(전 분야), 도시간 열차여객
수송업, 항공수송업, 위성송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통신업의 경우 기초통신서비스 및 부가가치 통신서비스 모든 분
야에 대하여 2008년까지 외국인지분율을 70%까지 확대 허용하
게 된다. 유통업은 국내 상품유통분야의 일부 규제를 유지하되,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개
발과 군사, 출판, 어업 등의 분야는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으로 지
정하였다.

글상자 2 사우디아라비아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I. 제조업 분야
1. 석유탐사, 시추 및 생산(단, 국제산업분류코드에 있는(CPC 5115+883) 채
광부문과 관련한 서비스 제외)
2. 군사장비, 군사설비 및 군복 제조
II. 서비스 분야
1. 군사분야 조달
2. 안보 및 탐정 서비스
3. 메카 및 메디나 지역 부동산 투자
4. 성지순례(Hajj와 Umrah) 관련 관광 및 가이드 서비스
5. 국내 고용사무소를 포함한 신규모집 및 고용 서비스
6. 부동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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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 계속)

7. 인쇄 및 출판(단, 다음 활동들 제외)
- 견본인쇄 서비스
- 인쇄기
- 그림 및 서법
- 사진
-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 외국 언론사무소 및 특파원
- 홍보활동
- 언론서비스
-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산, 판매 및 대여
- 언론매체 자문 및 연구
- 타자 및 복사
- 영화 및 비디오 데이프 배급서비스
8. CPC 87505 + 87904에 분류된 위탁판매
9.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10. 육상수송서비스(도시간 여객기차 제외)
11. CPC 93191에 분류된 조산사, 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물리치료
서비스 및 준의료행위
12. 어업
13. 혈액은행, 독극물센터, 검역

2) 투자 인센티브

사우디 정부는 외국인합작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사우디 자
본이 25% 이상인 지분의 외국인투자의 경우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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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영업활동 후 5~10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플랜
트 합작투자 시 사우디산업개발기금(SIDF)의 융자 혜택이 있는
데, 자본의 50% 범위 내에서 15년 상환의 장기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염가 입주가 가능하고, 전기⋅수도⋅

⋅연료 등 공공요금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생산 원자재 및 설비
에 대한 관세 면제 및 수출 시 일정수준의 항만 사용료 할인 및
창고보관료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사우디 측 합작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정부 발주 및 조달 프로젝트에 대하여 우선권이 주
어진다. 그러나 면세기간 경과 후에는 고율의 법인세가 부과되
는데, 10년의 면세기간이 지나면 외국인 지분에 대하여 20%까
지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3) 조세제도

사우디 국민과 GCC 회원 국민에게 부과되는 별도의 개인소득
세는 없으며, 내국인 출자기업 및 외국인 합작기업은 사우디 측
지분에 해당하는 직접세 형태의 종교세(Zakat)만을 납부한다. 그
러나 사우디 내에서 영업하는 외국인 출자법인은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합작기업의 외국인 지분은 사우디 내에
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GCC 역외

Ⅱ.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동향과 산업정책｜29

국가 및 외국계 합작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세율은 20%이나, 석
유부문은 85%, 가스부문은 35%의 세율이 부과된다. 외국인과의
합작투자기업의 사우디 투자자나 GCC 회원국 투자자에게는 고
정자산에 투자되지 않은 자본금에 대해 2.5%의 종교세가 부과
된다. 종교세 납부대상에는 자본금, 순이익, 유보이익, 일반적립
금이 포함되며, 고정자산은 과세대상에서 공제된다.

마. 통상정책

1) 자유무역협정(FTA)

2009년 4월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FTA를 체결한 건수가
없다. 사우디는 GCC 회원국간의 공조하에 GCC 전체 차원에서
FTA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GCC는
아랍국가 가운데 레바논과 시리아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비아
랍권 국가 중에서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싱가포르와 FTA
를 체결하였다. GCC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과 FTA를 협상 중이다. GCC 국가들의 FAT 체결
은 경제적 실익추구보다는 개방의 상징성, 국제적 관행의 도입,
전략적 지위의 활용 등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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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GCC의 주요국과의 FTA 추진 현황(2009년 4월 현재)

현황
협상단위 형태
체결

협상

블록 대 블록

EFTA(2008)

GCC-EU
GCC-MERCOSUR

블록 대 개별

GCC-레바논
(2005)
GCC-시리아
(2005)

GCC-한국
GCC-중국
GCC-일본
GCC-인도

GCC-싱가포르
(2009)

GCC-호주
GCC-터키
GCC-뉴질랜드

개별 대 개별

바레인-미국
(2004)
오만-미국
(2005)

UAE-미국
UAE-호주

추진

GCC-파키스탄
GCC-이란

카타르-미국

쿠웨이트-미국

자료: www.bilaterals.org

2) 관세율 및 수입규제 제도

사우디의 관세는 사우디 통치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내각에서
세율을 결정하고 왕령에 의해 확정되는데, 관세 적용 품목의 분
류는 HS 2002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종가세
를 따르며, 통상 관세율은 0%, 5%, 12%, 20%로 구분되고, 특별
한 품목의 경우 100%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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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기초필수품(의약품 대부분 포함), 개발 프로젝트를 위
한 기자재 수입은 무관세이며,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5%, 자국산
업 보호를 위하여 자국에서 생산되어 성장이 예상되는 품목은
12%, 국내제조 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유치산업 보호품목은
20%의 관세가 적용된다. 2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시멘
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페트, 펜스, 철관, 비누 및 황산 등이다.
한편 사우디 정부는 2006년 이후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물가
안정대책을 내놓고 물가에 영향이 큰 식음료품, 건축자재, 비료,
생활용품 등의 상품에 대해 관세인하 조치를 취하였다. 즉, 이들
품목에 적용되는 6~25%의 관세율이 2008년 4월부터 3년간
0~5%로 인하된다.
사우디는 종교 및 안전과 관련된 일부 상품은 수입금지 및 수
입허가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수입금지 품목은 알코올, 비의료
용 약품, 이슬람 종교 관련 물품, 이슬람 정신에 반하는 물품(돼
지고기), 중고 및 재생 타이어와 위성 인터넷 수신기 등 70여 개
품목이다. 한편 수입허가 물품은 관련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
는데, 군사⋅종교 관련 품목 외에도 폭발물질, 화학비료, 제초제
및 식물성장 조절제, 수의약품, 일부 농업장비, 휴대전화 집 및
선불 휴대전화 카드 등이 있다.
사우디의 비관세장벽으로는 관세부과 가격산정, 관세환급,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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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 검사제도 등이 있다. 관세는 송장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지만, 사우디는 국내가격이나 국내 제조업자와 상의한 가격을
근거로 최저 수입가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하거
나 심지어 세관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관세환
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우디에 수입된 물품이 제3국
으로 수출되기 위해 반출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가 환급되
어야 하나, 환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절차 또한
복잡하다. 그리고 수입제품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공산품의 경우 사우디표준청(SASO)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
록 요구된다.

바. 노동정책 및 노무제도

1) 노동 현황

사우디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07년 기준 사우디 노동인구는
823만 명으로 사우디 현지인이 403만 명, 외국인이 420만 명으
로 사우디 인의 비중이 48.9%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간부문 노동인력 560만 명 가운데 사우디 현지인은 12.8%
인 71만 명에 불과하다. 연간 대졸자 2만 2,000명 중 5%만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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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문의 취업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민간부문에서 고용해야 하
나 사우디 기업들이 생산성 등을 이유로 자국민 고용을 꺼려하
고 사우디 현지인 또한 민간부문 근로를 선호하지 않는다. 즉
사우디 현지인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기술수준
과 근로의욕이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인력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실업률을 10%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
제는 25~40%까지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우디 인구가 연
3%씩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우디의 실업률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 또한 사우디는 관습상 여성 취업이 매우 제한적이
어서 여성실업률은 27.2%에 달할 만큼 높다. 반면 외국인의 경
우 대부분 취업을 전제로 거주하는 경우인 만큼 실업률이 0.5%
로 매우 낮다.

2) 사우디 인 고용의무제(saudization)

사우디는 1970년대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숙련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외국인력에 크게 의존해왔다. 그러나 사우디 자국민의
실업률 증가와 청년층 인구증가 등에 따라 사우디 정부는 외국
인력을 사우디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사우디 인 고용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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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zation)를 도입하였다.
고용의무제는 기업의 고용인력 가운데 일정 비율을 사우디 인
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9년에 기업 고
용인력의 44.2%에서 매년 5%씩 증가하여 2004년 53.2%까지 확
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청년실업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2005년 9월 노동법 개정을 통해 사우디 인 의무고용 비율을
75%로 확대하였다. 다만 사우디 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직
종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2006년 4월 노동부는 제빵업, 여성 재봉사, 남성 재단사, 목수,
알루미늄 공장, 기계 및 자동차 공장, 세탁소, 농장, 농업 및 가
축사육장, 트럭운송, 주유소, 약국, 안경점 등에서 사우디 인 의
무고용 비율을 3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기로 발표하였다. 현
재 건설업종 현지인 의무고용 비율은 10%이다. 이러한 사우디
인 고용의무제는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사우디에 진출한 외국기
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3) 노무제도

사우디의 노동법은 1969년 제정된 이후 2005년 전면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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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개정 노동법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근로조건 개선,
자국민 의무고용 비율 상향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
성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제 비
용의 고용주 부담의무를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여성근로자의 종
사 업종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제도 개선, 명예퇴직금
제도 신설, 탁아지원 등을 명문화하였다. 휴가제도도 개선하여 5
년 이상 장기근무자의 연간 유급휴가일수를 21일에서 30일로
상향조정하고, 병가일수를 90일에서 120일로 상향하였다. 장애
인 고용개선 조항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업을 50인 이
상 사업장에서 2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의무고용 비율
도 전체 근로자의 2%에서 4%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사우디 인
의무고용 비율도 상향 조정하였는데,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되는 의무고용제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의무고용 비율도
전체 고용인력의 75%로 상향하였다. 단,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
는 인력을 사우디 인으로 대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비율을 낮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인구의 증가와 공공부문의 고용능력 제
약에 따라 사우디 자국민의 채용을 장려하고 일부 업종에서 외
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 인사관리, 재무관리, 경매, 통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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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현금출납 등의 13개 직종은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리
고 외국인의 공무원 취업 역시 금지된다.
노동조건은 노동법규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8시간의 노동시
간이 규정된다. 단, 라마단 기간에는 1일 6시간, 1주 36시간이
상한이다. 금요일은 휴무이고 목요일은 반나절만 일하지만, 최
근 목요일도 전일 휴일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정부기관은 목
요일과 금요일 전일 휴무이다. 고용주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는
임의로 해고할 수 있으며, 3개월 이후 해고의 경우 적법한 절차
를 이행해야 한다. 고용계약 기간 중의 해고는 노동자가 노동사
무소에 항의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 시의 고용종료는 문제
가 없다. 사우디의 사회보장보험은 산업재해부문과 연금부문으
로 구분되어 있다. 산재보험은 2002년 9월부터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용하고 있으며, 사우디 인과 외국인 고용자 모
두에게 적용된다. 연금부문 역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의
무적용하고 있으나, 사우디 인에게만 적용된다. 외국인에 대한
연금보험제도는 1987년에 폐지되었다.
월 급여 수준은 2007년 기준으로 행정직은 사우디 인이 약
3,500달러, 외국인은 3,000달러이다. 기술직은 사우디 인이 약
2,200달러, 외국인이 1,100달러이고, 사무직은 사우디 인이 약
1,400달러이고 외국인이 900달러 수준이다. 판매직과 생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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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인이 1,100~1,200달러 수준이고 외국인이 350~500달러
수준이다. 서비스직은 사우디 인이 약 900달러이고 외국인이
300달러 수준이다. 2009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공무원 임금상승
조치와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2007년에 비해 임금수준이 20~30%
가량 상승하였다. 사우디는 2005년에 압둘라 국왕이 취임하면서
공무원 급여를 15% 인상하였고, 2006년 이후 물가급등에 따라
2008년 1월에 다시 30% 급여인상이 이루어졌다.

표 Ⅱ-6 사우디아라비아의 평균 월급(2007년)
(단위: 달러)

구분

사우디 인

외국인

행정직

3,447

2,960

기술직

2,160

1,108

사무직

1,360

856

판매직

1,117

507

생산직

1,200

355

894

288

서비스직
자료: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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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설업
1/
2/
3/

산업개황

주요 정책 및 제도

부문별 동향 및 관련 프로젝트

4/

선도기업 사업 현황

5/

전망 및 평가

1
산업개황

사

우디아라비아는 중동지역 최대 건설시장으로서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장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두바이를 비롯한 주변 걸
프 국가들의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진입한 가운데, 사우디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 프로젝트 발주에 힘입어
시장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각종 교통 인프라와 부동산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사우디의
부문별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사우디의 철도는 수도인 리야드
와 동부 산업도시인 담맘을 연결하는 승객노선과 화물노선이 유
일하다. 2007년 철도를 이용한 승객은 전년대비 8.4% 감소한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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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을 기록하였고, 철도화물 수송은 전년보다 7.4% 증가한
264만 톤을 기록했다. 사우디는 증가하는 운송수요에 대비하고
비석유부문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총 연장 약 12만 7,000km에 달하는 사우디
의 도로는 내륙수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요한 물류 인프라
중의 하나이다. 사우디 정부는 도로물류 수요 증가에 따라 고속
도로 건설 및 확장 등 도로 인프라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한편 사우디는 2개의 공업항과 6개의 상업항을 가지고 있는
데, 2008년 8개의 항만을 통해 처리한 물량은 전년대비 9.93%
증가한 1억 5,500만 톤을 기록하였다. 최근 추진 중인 항만 프로
젝트로는 킹압둘라 경제도시(KAEC: King Abdullah Economic
City)의 항만과 라스 알주르(Ras Al Zour) 지역 항만시설, 담맘에
있는 킹압둘라지즈 항(King Abdulaziz Port)의 확장 프로젝트 등
이 있다. 사우디는 현재 3개의 국제공항과 23개의 국내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3단계에 걸친 제다 국제공항(King Abdulaziz
International Airport) 확장사업과 메디나 공항(Prince Mohammed
Bin Abdulaziz Airport) 확장 프로젝트 등을 추진 중이다.
2007년 현재 사우디의 총 주택 수는 292만 호로 자가소유가
62%, 임대가 32%, 사택이 5.1%를 차지한다. 2,400만 명의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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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3%대의 높은 인구증가율, 15세 미만의 인구가 전체 인
구의 30%를 차지하는 인구구조 등으로 인해 향후 사우디의 주
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공급 실적은 공급계획에 비해 크게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는
데, 사우디는 제8차 개발계획(2004~09년)을 통해 해당 기간 동
안 연평균 2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주택
공급 수는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고급주택에
집중된 공급구조와 사우디의 주요 경제현안인 높은 실업률로 인
한 주택구매력 저하는 주택시장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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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건설업

1) 정책방향 및 예산편성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정책은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밀접
한 연관이 있다. 사우디 정부는 ‘2024년 중장기 경제발전전략’과
‘2020 산업화 전략’의 수립을 통해 국가개발 계획의 틀을 마련
하고, 이들 발전전략의 체계하에서 산업다각화와 산업인프라 구
축을 위한 각종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
우디 정부는 교통⋅전력⋅수자원 등 기간시설 구축과 에너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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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및 석유화학시설 확충, 지역균형 개발과 신도시 건설 등의
사업을 도모하고 예산배정 확대 및 프로젝트 발주를 증대하고
있다.
사우디의 건설시장은 정부 프로젝트가 중심인 시장으로, 매년
발표되는 정부 예산안이 사우디 건설경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008년 심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 당시 사우
디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들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사우디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2년 이
후 처음으로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
고 있다. 적극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경기 조기회복에 초점
을 맞춘 사우디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은 대외적으로 가용한 자
원의 최적 활용과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을 위한 프로젝트의 적극적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프라,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지방자치 서비스, 상하수도,
도로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적극 추진된다.
이 가운데 건설부문과 관련된 분야에 배정된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 및 인력개발 분야는 사우디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로 총 326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
다. 주요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1,500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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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 개의 기존 학교에 대한 개선작업이 시행된다. 대학부문
에서는 여자대학교 1개(Princess Norah University)가 신설되고, 킹
사우디대학에는 메디컬시티(Medical City)가 건설된다.
의료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139억 달러이다.
사우디 전역에 새로운 기초의료센터가 들어서고, 1만 1,750개
병상 규모의 86개의 병원이 신설된다. Red Crescent1)의 시설도
보강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스포츠센터, 사회복지센터, 노
무지원센터 등의 건설이 추진된다.
지방자치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총 52억 달러의 예산이 투
입된다. 현재 건설 중인 3만km의 도로에 추가로 5,400km의 도
로가 확장되고, 항만, 공항, 철도, 우편서비스 등의 개선 및 확장
사업이 추진된다. 그리고 수도, 농업, 인프라 섹터 부문의 개선
을 위하여 총 94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주로 주베일, 얀
부 지역의 산업도시가 사업 추진대상이다.

2) 건설업 등록 및 입찰관련 제도

사우디는 건설업에 대해서만 별도의 면허 및 허가를 해주는
제도가 없으며, 상업등록(CR: Commercial Registration)을 함으로
1) 회교국에서 적십자와 같은 일을 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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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투자허가
신청 시 업종을 건설업으로 하여 허가를 얻은 후 현지법인(기업)
등록을 위해 외국인투자 형태별 절차에 따라 상업등록을 완료하
면 된다.
사우디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방법은 기본적으로 입찰에 의거
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직접
구매하기도 한다. 100만 리얄(26만 6,667US달러)을 초과하는 정
부조달은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기업의 국제입찰 직접 참
가는 일부 예외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며, 내무부
에 현지회사로 등록절차(commercial registration)를 필하거나, 그
렇지 않은 경우는 현지기업 에이전트(agent)를 통해서만 응찰이
가능하다. 사우디에는 조달만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이 없으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을 위한 계약권한을 가지
고 있다. 조달을 위한 기본법은 1977년 왕령 제14호로 공표된
정부조달법(Procurement of Government Purchases and Execution of
Its Projects and Works Law)이며, 세부절차 등을 정한 재무부령,
장관자문회의령 등이 있다. 정부조달법은 건설작업, 기계장비
구매, 사무용 기자재⋅용품 구매, 운영관리 서비스, 식품공급, 지
하수개발, 부품공급, 의약품 조달, 무기국방장비, 주요 프로젝트
및 컨설팅 서비스 등에 대한 정부조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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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상황에 따라 제한경쟁입
찰, 국제입찰, 수의계약 등을 통해 조달한다.
사우디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찰(구매)에 응찰할 수 있는 업
체로서 자격을 얻기 위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에 벤더(vendor) 등
록을 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는 반드시
벤더로서 등록된 업체만이 납품할 수 있는 반면, 민간부문에서
는 그러한 강제 규정이 없어 등록 없이도 납품이 가능하지만 통
상 규모가 큰 기업에는 벤더 등록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우디에서는 정부 및 공공부문 발주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일반적으로 벤더 등록이라 함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벤더 등록
을 의미한다. 그러나 벤더 또는 공급업체 등록을 전체적으로 관
장하는 정부기관이 없으며,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
로 벤더 등록을 받고 있다. 벤더 등록과 관련된 법률은 없으나,
기업등록법령(Commercial Register and Implementing Regulation)에
따라 사우디 내에서 벤더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상공부에 기업
등록(CR: Commercial Registration)을 해야 하고, 또한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는 벤더가 아니더라도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이다. 사우디 내 기업 등록
을 하지 않은 외국기업은 공공부문 입찰에 직접적으로 벤더 또
는 공급업체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외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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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사우디 기업(인)을 에이전트로 지정하여 벤더로서 등록하
고 있다.2)

나. 부동산 정책3)

1) 유관조직 및 정책방향

사우디의 부동산 분야는 한 개의 정부부처가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주거지역 내 주택의 건설,
부동산 개발계획의 승인, 인프라 구축 사업승인 및 공급정책, 건
축기자재, 가구 등의 생산 및 거래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
하고 있다. 2003년 4월까지는 공공사업주택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에서 부동산 주택분야 업무를 관장하였으나,
2003년 4월 왕령(2/A, 2003. 4. 30)에 의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사업주택부가 폐지되면서 이 업무는 2003년 7월 왕령(123,
2003. 7. 14)에 의거, 주택정책 및 계획수립 업무는 경제기획부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로, 사회복지와 주택 관련 업무

2) 사우디의 입찰 및 벤더 등록 관련 제도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otra(2007) 참
고.
3) Kotra(2007), pp. 14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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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로 이관되었으나, 부동산개발
기금(REDF: Real Estate Development Fund)은 주택융자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2004년 11월 왕령(7/B/48941, 2004. 11. 9)에 의
거, 경제기획부는 국가주택정책의 이행, 주택수요를 고려한 모
든 사회분야에서의 주택DB 구축, 정부 및 민간부문 주택건설
프로젝트 및 융자, 부동산 관련 연구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수
립하였다.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0~04년) 기간 중 사우디에서
건설 완료되거나 건설 중인 주택은 30만 호로서 민간부문이 24
만호를 담당하였고, 이 중 6만 호에 대해 부동산개발기금의 융
자가 지원되었다. 같은 기간 중 지방행정부(MOMRA: Ministry of
Municipal and Rural Affairs)는 총 15만 호의 주택건축에 대한 허
가를 부여하였다.
사우디 정부는 제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5~09년) 기간
중 매 가구마다 주택을 공급하고, 국민의 주택소유비율을 증가
시키는 것을 부동산(주택) 정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
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였다. 첫째,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100만 호 주택 건설, 둘째,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및 자선조직에서 3만 5,000호의 사회보장주택 건
설 지원, 셋째, 총 주택수요 중 87만 5,000호를 민간부문에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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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000호를 정부(공공부문)에서 공급, 넷째, 국가 주택전략 준
비, 다섯째, 모든 영역에서의 주택 관련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최근 사우디 정부는 UAE의 두바이 정부가 2008년에 도
입한 바 있는 에스크로(escrow)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에
스크로 제도란 개발업체들이 부동산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자금
의 일부분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조치로,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될 경우 투자
자 보호 기능은 강화되는 반면, 개발업체는 예치된 자금을 활용
할 수가 없어 자금압박이 커질 수 있다.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
인 에스크로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두바이가 도입한 제도와 유사한 내용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적격 부동산개발업자 등록제의 도입을 추진 중인데,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개발업자는 재무정보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개
별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권 취득이 요구된다.

2) 외국인 부동산투자 관련 규정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투자에 관한 법규에는 2000년 개정
된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과 외국인의 부동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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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및 투자에 관한 규정(Regulation of Ownership and Investment
in Real Estate by Non-Saudis)이 있다. 종전까지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 법규에 의거 과
거와 달리 외국인투자기업도 투자활동과 관련된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투자자의 개인주택 및 고용인을 위한 주택
의 소유도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에 대한
부동산 소유는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
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최소한 3,000만 사우
디리얄(800만 달러) 이상을 투자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취득한
토지에서의 토지개발(건축 등)은 5년 내 착공하여야 한다. 외국
인투자가가 취득할 수 있는 토지는 ① 상공부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도시지역, ② 도시지역, ③ 주베일과 얀부 산업도시, ④ 개
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같은 네 가지 경우에 한하며,
토지취득에 관한 절차는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업은 투자신청
시 투자목적이 부동산 개발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사후에 투
자허가가 취소되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부인될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개인 주거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
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취득가격의 하한선은 없으나 사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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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외국인투자자가 사우디에서
투자활동을 종료하거나 거주를 종료하면 보유한 부동산을 계속
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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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동향 및 관련 프로젝트

가. 교통 인프라

1) 철도

사우디의 철도는 수도인 리야드와 동부 산업도시인 담맘을 연
결하는 승객노선과 화물노선이 유일하다. 사우디는 지형적 특성
상 철도산업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1985년에 개통된 담맘~리야
드 간 철도는 Dammam-Abqaiq(74km)-Hofuf(139km)-Riyadh(449km) 간
승객노선이며, 1951년에 개통된 Dammam-Abqaiq(74km)-Hofuf
(139km)-Riyadh(556km) 간 철도는 화물용 철도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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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철도를 이용한 승객은 전년대비 8.4%가 감소한 107만
명을 기록하였고, 철도화물 수송은 전년보다 7.4%가 증가한 264
만 톤을 기록했다.

표 Ⅲ-1 사우디아라비아 철도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철로길이(km)

1,380

1,380

1,380

1,380

1,380

승객수송(천 명)

720

936

1,104

1,169

1,071

화물수송(천 톤)

1,664

1,936

2,496

2,458

2,640

자료: Saudi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사우디는 증가하는 운송수요에 대비하고 비석유부문 산업발
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를 추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동서횡단철도 프로젝트(Land
bridge)와 메카-메디나 고속철도건설 프로젝트(MMR), 광산업 철
도 프로젝트이다. 또한 수도 리야드에는 경전철을 건설할 계획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프로젝트가 완성
되면 사우디 철도노선은 4,332km가 추가되어 철도부문이 사우
디 물류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주요 철도건설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동서
횡단철도 건설 프로젝트(Land Bridge)는 사우디 서부도시인 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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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사우디아라비아 철도노선 현황 및 계획

에서 동부도시인 담맘~주베일을 잇는 동서간 횡단철도건설 프
로젝트이다. 리야드～제다(950km), 담맘～주베일(115km) 구간
(리야드～담맘 구간은 기존철도 연결)이 연결되며, 투자금액은
50억 달러로 BOT 방식으로 건설하여 30년간 운영하는 조건이
다. BOT 계약이 수주되면 Saudi LandBridge Company가 세워지게
되며, 이 회사에는 BOT 계약 수주업체가 80%, 정부가 20%의
지분을 갖게 된다. 동서간 횡단철도가 건설될 경우 사우디 3대
도시간의 화물처리 및 승객수송량이 증가하면서 대표적인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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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로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당초 2008년 4월 BOT 계약이 수주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입찰 결과 계약체결이 연기되었고 2009년
2월 사우디빈라덴그룹(SBG: Saudi Binladen Group) 주도의 컨소
시엄이 최저가 입찰자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인 계약 수
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최근 소식에 따르면 BOT 방식의
추진을 취소하고 정부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하
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다.

그림 Ⅲ-2 동서횡단철도(LandBridge) 및 메카~메디나 고속철도(MMR)

건설 프로젝트

동서횡단철도(LandBridge)

메카~메디나 고속철도(MMR)

자료: 사우디 철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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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메디나 고속철도(MMR) 건설 프로젝트는 연간 2,000만
명이 넘는 이슬람 성지 순례객의 교통편의 및 관광산업 활성화
를 위해 추진되는 중동지역 최초의 고속철도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메카~제다~메디나 고속철로(440km) 및 역사(5개소)
를 BOT 방식으로 건설하게 된다. 프로젝트는 크게 Phase 1과
Phase 2의 두 단계로 구분되며, Phase 1은 다시 Part 1과 Part 2로
세분된다. Phase 1 내 Part 1 단계는 440km의 철도공사로 메카를
출발하여 제다 국제공항을 거쳐 메디나로 연결된다. Phase 1 내
Part 2 단계는 메카와 제다 중심부, 제다 공항, 킹압둘라 경제도
시, 지식경제도시(Knowledgh Economic City) 등에 세워질 5개 역
사(train station) 공사이다. 그리고 Phase 2 단계 공사는 철도 선
로, 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포함한다. 진행상황
을 보면, Phase 1의 Part 1은 2009년 2월 사우디 Al Rajhi, 프랑스
의 Alstom, 중국의 Chinese Railway Engineering 컨소시엄이 수주
했다. 공사는 2009년 7월 시작되었으며, 2012년 4월 완공 예정
이다. Part 2는 2009년 3분기 중 ITB가 나올 예정이며, 전체 프
로젝트는 2012년 말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남북 광산업 철도는 남북 주요 광산에서 생산되는 광물을 수
송하기 위한 철도건설로서 총 연장 1,766km에 달한다. 2007년 4
월 사우디 정부(PIF: Public Investment Fund)는 4개 공물수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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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프로젝트 중 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 계약은
Al-Zubaira 광산(보크사이트, 주베일 북쪽)～Ras Al-Zour(걸프해
안) 비료 및 알미늄 단지간 철도건설로, 총 연장 576km, 6.1억
달러 규모로서 빈라덴그룹 컨소시엄과 체결하였다. 2차는
Al-Zubaira 광산～Nafud 지역 중간지점 구간의 총 연장 440km,
5.2억 달러 규모로, 중국 컨소시엄과 체결하였다. 3차는 사우디
최북단에서 Ras Al-Zour(걸프해안)을 연결하는 818km 구간으로,
Al Masawood Mowlem 컨소시엄이 수주하여 2010년에 완공될 예
정이다. 마지막으로 4차는 Al Zabirah junction과 리야드 국제공
항을 연결하는 480km 규모의 철도로, 2008년 1월 Russian
Railway가 계약을 수주했으나 사우디 재무부에서 2008년 7월 계
약을 철회했으며, 재입찰에 들어가 2009년 3분기 중 결정될 예
정이다. 광산업 철도는 사우디가 중점 육성하려는 비석유부문
산업 중의 하나인 광물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사우디 교통부는 제다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1개의
정류장으로 구성된 모노레일을 건설하는 제다 모노레일 프로젝
트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은 13개의 현수철도
시스템(suspended train system)과 2개의 선로, 816개의 버스, 201
개의 정류장 및 트램 차량으로 구성된다. 2009년 4월 마스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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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프로젝트 일정은 발표되지 않
았다. 마스터플랜의 컨설턴트는 IBI 그룹이다.
또한 사우디 철도청(Saudi Railway Organization)은 제다~지
잔 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제다와 사우디 남서부의 경
계에 위치한 지잔을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2008년 10월 타당성 조사를 마친 이 프로젝트는 현재 프로젝
트 최종허가 대기 중에 있다. 최종허가가 내려지면 사우디 철
도청은 이 프로젝트의 계약방식을 결정할 예정인데, BOT 방
식이 유력하다.

2) 도로

사우디의 도로는 2007년 기준으로 총 연장 약 12만 7,000km이
고, 주요 포장도로는 5만 2,000km로 전체 도로의 약 41%를 차지
한다. 2007년에 건설된 도로는 포장도로가 4,603km이고 전체적으
로는 총 2,666km가 증가했다. 사우디에 있는 주요 고속도로는
Dammam-Abu Hadriya-Ras Tanura Highway(257km), Khaybar-Al
Ola Highway(175km), Makkah-Madinah Al Munawarah Highway
(421km), Riyadh-Dammam Highway(383km), Riyadh-Sedir-Al Qasim
Highway(317km), Riyadh-Taif Highway(750km), Taif-Abha-Gizan Hig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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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km) 등이다.

표 Ⅲ-2 연도별 도로건설 현황

주요 포장도로(km)

총계(km)

구분
총연장길이

당해연도건설

총연장길이

당해연도건설

1996

36,581

431

101,263

2,239

1997

37,383

802

102,584

1,321

1998

38,022

639

104,443

1,859

1999

38,933

911

106,270

1,827

2000

40,589

1,836

107,882

1,612

2001

42,436

1,847

111,770

3,888

2002

42,437

0

115,084

3,314

2003

42,940

504

117,237

2,732

2004

44,097

1,157

118,854

1,617

2005

44,807

710

121,137

2,282

2006

47,520

2,713

124,157

3,020

2007

52,123

4,603

126,823

2,666

자료: Saudi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사우디의 도로는 내륙수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요한 물류
인프라 중 하나로서, 사우디 정부는 수요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 등 도로 인프라 확대를 꾀하고 있다. 사우디 교통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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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Dhahran과 Salwa를 연결하는 100km, 3억 6,500만 달러(추
정)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Shuqaiq와 Jizan을 연결하는
130km의 도로 프로젝트도 Bin Jarallah Group이 수주하여 진행하
고 있다. 두 프로젝트 모두 201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다른 주요 도로건설 프로젝트로는 역시 사우디 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Al Qulaiba와 Abu Ajram을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있으
며, 총 길이 250km로 6,200만 달러 규모이다. 사우디 로컬 기업
인 Abdullah Abdulmohsen Al Khodari Sons Company가 수주하여
진행 중이다. 사우디 중부의 Hair와 Hutta를 연결하는 106km의
도로 프로젝트는 Bin Jarallah Group이 수주하여 진행 중으로,
2010년 1분기 완공될 예정이다. 광활한 국토로 인해 매년 도로
신⋅증설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현지기업들
이 수주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수익성이 높지 않아 우리
기업의 참여 여지는 크지 않다.

3) 항만

사우디는 2개의 공업항과 6개의 상업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 8개의 항만을 통해 처리한 물량은 전년대비 9.93% 증가
한 1억 5,500만 톤을 기록하였다. 컨테이너 처리물량은 전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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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10.6% 증가한 465만 2,000TEU를 기록하였고, 승객수송 규모
는 전년대비 10.7% 감소한 131만 5,000명을 기록하였다.

표 Ⅲ-3 연도별 해상화물 처리물동량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134

141

155

9.93

컨테이너 처리물량
(천TEU/년)

3,863

4,208

4,652

10.55

승객수송(천 명)

1,316

1,473

1,315

-10.73

처리물동량(백만톤/년)

'08 증감%

자료: SPA(Saudi Port Authority).

최근 추진 중인 항만 프로젝트로는, 먼저 킹압둘라 경제도
시(KAEC: King Abdullah Economic City)에 2,000만TEU 규모의
2

항만이 조성될 예정이다. 1,400만m 의 면적으로 항만시설의 초
기 수용규모는 160만 TEU이며, 단계에 따라 증설된다. 현재 진
행상황은 2009년 하반기에 준설 및 해양작업에 대한 발주지침
이 나오고, 전체 공사는 2011년 완공될 예정이다. 킹압둘라 경제
도시 건설 전체 사업과 마찬가지로, SAGIA가 발주처이고 Emaar
the Economic City가 시행주체이다.
또한 사우디 광업공사(Saudi Arabian Mining Company, Maaden)
는 Ras Al Zour 지역에 광물 수출입을 지원할 항만시설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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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있다. 규모는 7만 dwt까지의 선박수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2008년 1월 China Harbour Engineering Arabia Company가 수주하
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0년 3분기 완공 예정이다. 공사금액
은 7억 달러이다.
한편 사우디 항만청(SPA)은 담맘에 있는 King Abdulaziz Port
의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100만TEU의 컨테이너 터미널
을 확장하는 이 프로젝트는 30년 BOT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
며, International Ports Services가 개발주체이다. 공사는 2017년 완
공될 예정이다.

표 Ⅲ-4 공업항 및 상업항 현황

주베일 킹파드 공업항
(King Fahad

정박지 수(No. of berths)

23

깊이(Depth), 미터

28

Industrial Port
Jubail)

용량(Capacity), 백만 톤/년

얀부 킹파드 공업항
(King Fahad

정박지 수(No. of berths)

23

깊이(Depth), 미터

32

Industrial Port
Yanbu)

용량(Capacity), 백만톤/년

터미널 수(No. of Terminals)

터미널 수(No. of Terminals)

103.8
2

80.9
2

정박지 수(No. of berths)

58

제다 이슬람 항

깊이(Depth), 미터

16

(Jeddah Islamic
Port)

용량(Capacity), 백만 톤/년
터미널 수(No. of Ter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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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7

표 Ⅲ-4 계속

재수출 영역(Re export area), sqm
창고지역 면적(Warehouses City), sqm

90만
10.5백만

2개 도크를 갖춘 수리조선소 및 운반능력 45천 톤

담맘 킹압둘아지즈 항
(King Abdulaziz
Port, Dammam)

정박지 수(No. of berths)

39

깊이(Depth), 미터

14

용량(Capacity), 백만 톤/년

19.4

터미널 수(No. of Terminals)

7

재수출 영역(Re export area), sqm
창고지역 면적(Warehouses City), sqm

40만
12백만

2개 도크를 갖춘 수리조선소 및 운반능력 45천 톤
주베일 상업항
(Jubail Commercial
Port)

정박지 수(No. of berths)

12

깊이(Depth), 미터

14

용량(Capacity), 백만 톤/년
터미널 수(No. of Terminals)

얀부 상업항
(Yanbu Commercial
Port)

지잔 항
(Jizan Port)

디바 항
(Dhiba Port)

깊이(Depth), 미터
용량(Capacity), 백만 톤/년
터미널 수(No. of Terminals)

5.8
3
11
3.7
3

정박지 수(No. of berths)

12

깊이(Depth), 미터

12

용량(Capacity), 백만 톤/년

6.4

터미널 수(No. of Terminals)

2

정박지 수(No. of berths)

3

깊이(Depth), 미터
용량(Capacity), 백만 톤/년
터미널 수(No. of Terminals)

12
0.9
2

자료: SPA(Saudi Por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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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항

사우디아라비아에는 3개의 국제공항과 23개의 국내공항이 있다.
국제공항으로는 제다 국제공항(KAIA: King Abdul Aziz International
Airport), 리야드 국제공항(KKIA: King Khalid International Airport),
다란 국제공항(KFIA: King Fahad International Airport)이 있다.
사우디 최초의 국제공항인 제다 국제공항은 사우디 국제공항
개발계획에 의거, 1981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제다 북쪽
19km에 위치한다. 제다 국제공항은 약 105km²[부대시설 및 화
물터미널(3만 7,458m²) 포함] 면적에 연간 1,500만 명의 승객과
연간 2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성지 순례객을 위한
하지(Haji)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다.
1983년에 건설된 리야드 국제공항은 리야드 북쪽 35km 지점
에 위치하며, 약 225km² 면적에 4개의 터미널과 사원, 관제탑
및 길이 4.2km의 2개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 리야드 국제공
항의 연간 승객 처리능력은 750만 명이다.
동부지역의 중심도시인 담맘지역(다란)에 위치한 사우디 최대
국제공항인 다란 국제공항은 동부지역의 경제 및 문화적 발전과
인근 걸프 연안 국가와의 상호 혜택증진을 목적으로 1983년에
착수하여 건설되었다. 776km²의 면적에 연간 9만 4,000톤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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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다.
국내공항은 전국 23개 주요 지역에 분포하며 승객 및 화물 수
송을 담당한다. 국내공항은 Tabuk, Turaif, Gurayat, Arar, Al-Jouf,
Rafha, Hafr Al-Batin, Qaisumah, Hail, Wedjh, Gassim, Yanbu,
Al-Ahsa, Taif, Al-Baha, Bisha, Qaisumah, W. Al-Dawasir, Abha,
Najran, Gizan, Sharorah, Dawadmi Domestic Airport 등이 있다.
2007년 사우디 공항의 항공승객 수송은 총 4,050만 명으로 전
년대비 7.71% 증가하였고, 26개 공항에서 처리한 항공화물 처리
실적은 총 52만 톤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했다.

표 Ⅲ-5 항공승객 수송 현황(1998~2007년)
(단위: 천 명, %)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2007 증감률(%)

국내선
5,661
6,016
6,150
6,290
6,631
6,748
7,246
7,628
7,924
8,363
5.01

국제선
22,364
22,725
23,382
23,531
24,439
25,097
27,015
28,982
29,679
32,184
8.44

합계
28,025
28,741
29,532
29,821
31,070
31,845
34,261
36,610
37,643
40,547
7.71

자료: 사우디 국방항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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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항공화물 처리 현황(2003~07년)
(단위: 톤, %)

공항/연도

국제
공항

국내
공항

2003

2004

2005

2006

2007

제다

205,807

224,913

224,000

199,480

209,752

5.15

리야드

177,057

197,280

198,364

195,368

220,522

12.88

담맘

49,367

48,854

50,422

60,381

67,427

11.67

소계

432,231

471,047

472,786

455,229

497,701

9.33

23개

29,283

27,440

28,538

26,026

22,685

-12.84

461,514

498,487

501,324

481,255

520,386

8.13

합계

’07증감(%)

자료: 사우디 국방항공부.

제1차 오일 붐 시기인 1970년대에 건설되어 1981년 개관한
제다 국제공항(KAIA: King Abdulaziz International Airport)은 현
재까지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충족
하지 못하여 시설확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우디 항공청
(GACA: General Authority of Civil Aviation)은 총 3단계에 걸쳐
KAIA를 확장할 계획이다. 1단계는 2012년까지 연간 3,000만 명
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현재 1,300만 명)으로,
7,000만 달러 규모의 General Aviation 터미널 프로젝트와 1억
3,200만 달러 규모의 North & South 터미널 프로젝트를 빈라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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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이 수주하여 진행 중에 있다. KAIA 프로젝트의 2단계와 3
단계는 수용규모를 각각 5,000만 명과 8,000만 명 규모로 확장
하는 계획으로 2020년과 2035년에 각각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사우디는 증가하는 순례객 수송을 위해 메디나 공항
(Prince Mohammed Bin Abdulaziz Airport) 확장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총 1,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할
예정이다. Zuhair Fayez Partnership(ZFP)와 독일 Dorsch Consult
사가 프로젝트 설계 업체로 선정됐으며, BOT 계약은 2009년 하
반기에 체결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제2 터미널
과 승객 라운지를 신설하는 1단계로, 이 프로젝트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Hail, Gurayat, Tabuk, Arar 공항 등의 확장 프로젝
트가 진행(계획) 중에 있다.

나. 부동산(주택)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동 걸프지역 전체적으로 부동
산 경기가 하락하는 추세이나, 사우디의 부동산 경기 전망은 상
당히 밝다. 2,400만 명의 인구규모와 3%대의 높은 인구증가율,
게다가 15세 미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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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점 등으로 인해 주택수요가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우디의 라
이프스타일이 대가족 위주에서 소가족 단위로 변화하는 추세여
서 현재의 가구당 가족 수가 점차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추가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 연구기관
Jones Lang LaSalle에 따르면, 2012년 사우디의 주택 부족분은
100만 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는 제8차 개발계획
(2004~09년)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2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주택 공급 수는 목표의 절반에도 미
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의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수도
리야드 지역에만 1만 2,000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되어야 하나,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주택 개발사업을 모두 더해도 5,000호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우디 공식통계에 따르면, 사우디 내국인4)의 주택형태별 분
포의 경우 전체 292만 호 가운데 직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
구가 181만 가구로 전체의 약 62%를 차지하며, 임대가 93만
5,000호로 전체의 32%, 회사제공 사택 거주가 약 15만 호로 5.1%
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는 통계상 수치로, 영국 부동산 연구기관
4) 외국인은 투자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택소유가 불가하므로, 외국인 인구는 대부
분 임대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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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Richard Ellis에 따르면, 실제 금전적으로 주택구매 능력이 없
는 사우디 가구가 전체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글상자 3 사우디아라비아 주택 관련 인구지표(2007년 기준)

‣ 총 인구 수:23,980,834명
‣ 총 가구 수:4,208,121호
‣ 가구당 가족 수:5.7명
‣ 15세 미만 인구 수 및 비중:727만 명, 30.3%
‣ 25세 미만 인구 수 및 비중:1,161만 명, 48.4%
자료:Saudi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표 Ⅲ-7 사우디아라비아 내국인의 주택형태별 가구 현황(2007년 기준)
(단위: 호, 명)

구분

주택 형태
자가

임대

회사 제공

기타

계

가구 수

1,812,305

935,405

148,739

26,075

2,922,524

비중(%)

62.0

32.0

5.1

0.9

100

인구 수

12,589,730

4,808,257

593,823

141,760

18,133,570

자료: Saudi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Jones Lang LaSalle(2009)에 따르면, 리야드와 제다 두 도시 가
구의 절반가량이 주택구매를 위해 각각 SR 85만(22.7만 달러),
SR 77.5만(20.7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
나, 실제 주택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다. 이는 공급 측면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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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수요자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고급시
장 위주로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사우디 주택
시장은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모기지 제도의 도입과 공급
측면에서 양질의 중저가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 변
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모기지법은 초안이 만들어진 지
거의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사우디 부동산업계에서는 현재 날로 악화되어 가는 주택 수급상
황과 상당수 주택수요자의 지불능력을 감안할 때 이른 시일 내
에 모기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부동산개발기금’을 통해 자가 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을 지원하
고 있으나, 지원이 제한적이고 신청절차가 복잡해 널리 활용되
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모기지법이 도입된다고 하더라
도 현재 고급주택에 집중된 공급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수
요와 공급의 괴리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사우디
시장에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중급 주택모델의 개발 및 공
급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우디의 기후 및 주거문화에 적
합한 주거형태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건설기술 도입을 통해 건설
단가를 낮추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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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도시별 주택 수요자의 지불가능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자료: Jones Lang LaSalle(2009).

우리 건설업체들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현지 주택시장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중대형 주택 프로젝트 위주로 참여를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사우디에서 진행(예정) 중인 주택 관
련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먼저 Riyadh Housing Project는 총
금액 8억 달러로, 830세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민간기업
Durrat Arriyadh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가 개발자로,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으나 세부계획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North Jeddah Housing Development는 Saudi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가 개발자로 총 금액은 10억 달러 규모이다. 주택형태
는 고층빌딩이며, 세부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Yanbu Industrial
City Public Housing Villas는 얀부 산업도시에 240개의 주택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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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는 프로젝트로 Royal Commission Jubail & Yanbu가 추진 중
이다. 사업 금액은 7,400만 달러로, 2008년 3월 Al Muhaid
Contracting Company가 건설 계약을 수주해 공사를 진행 중으로
2010년 3월 완료될 예정이다. Ewaan Al Farida 프로젝트는
Dahban Development로도 알려진 Ewaan Al Farida 사가 제다 북
쪽 지역에 2,500호의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택 외에 유통
시설, 학교, 모스크, 병원 등이 건설될 예정으로, 전체 프로젝트
금액은 3억 7,300만 달러이다. 프로젝트의 PMC로 Trow 사가 선
정됐으며, 2009년 3분기 인프라 공사가 시작되어 전체 프로젝트
는 2012년 완료될 예정이다.

다. 에너지개발 관련 프로젝트

사우디는 유전 집중지역인 걸프만에서 서부 홍해지역으로 원
유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비롯하여 총 연장 1만 5,000km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대(對)유럽⋅아시아 수출용 복선 파이프라인인 Petroline(East
-West Crude Oil Pipeline)은 사우디석유공사(ARAMCO)의 정유시
설이 있는 동부 Abqaiq에서 서부 홍해 얀부 석유수출 터미널을
연결하는 동서간 파이프라인으로서 1일 수송능력은 약 4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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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럴(실제 수송량은 절반 정도)이다. 인접국을 통과하는 비상 수
출용 파이프라인으로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으로 연결되는
Tapline(Trans-Arabian Pipeline)은 1일 평균 50만 배럴의 수송능력
이 있으나, 1983년 이후 사용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라크와 연결
된 ISP(Iraqi-Saudi Pipeline)는 1일 165만 배럴을 수송할 수 있으
나,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1990년 8월부터 폐쇄
되어 있다. 이 밖에 1일 30만 배럴 수송능력의 NGL 파이프라인
인 Abqaip-Yanbu NGL Line이 있다.
사우디에는 걸프만과 홍해 지역에 9개의 석유수출 터미널이
있는데, 이 중 걸프만의 Ras Tanura와 al-Ju’aymah, 홍해의 Yanbu
3대 터미널(1일 처리능력 1,400만 배럴)이 전체 수출물량의 2/3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Ras Tanura 터미널은 세계 최대 해상 원
유 터미널(걸프만)로 1939년 가동되어 처리능력 600만bpd5)에 이
른다. 홍해의 Yanbu 터미널은 처리능력이 500만bpd이며, 걸프만
에 위치한 Ras al-Ju’aymah 터미널은 Ras Tanura 북서쪽에 위치
하며 처리능력은 300만bpd이다. 이 외에 홍해의 Jubail, Jeddah,
Jizan 터미널은 정유제품을, 걸프만 사우디-쿠웨이트 중립지대의
Ras al-Khafji 터미널은 원유를 처리한다. 홍해 제다 북쪽의
Rabigh 터미널은 원유 및 정유제품을 처리하며, 걸프만의 Zuluf
5) bpd=barrel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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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터미널은 Zuluf 유전과 연결되어 있다.
한편 사우디는 석유수송을 위한 27척의 유조선을 보유하고 있
는데, VLCCs(Very Large Crude Carriers) 19척, ULCCs(Ultra Llarge
Crude Carriers) 4척, Product Carriers 4척이 그것이다. 사우디석유
공사(Saudi Aramco) 석유수출 터미널에서는 연간 9,000척 이상의
유조선을 처리하고 있다.

그림 Ⅲ-4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자료: Economist.

사우디는 사우디석유공사(Saudi Aramco)에 의해 수행되는 690억
달러 규모의 석유가스부문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프로
젝트는 Manifa 유전 재개발 프로젝트와New Arabia파이프라인 프

76｜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산업

로젝트, Ras Tanura 정유-석유화학 복합공장 건설 프로젝트 등이다.
먼저 Manifa 유전 재개발 프로젝트는 동부지역 해상 Manifa 유
전에 대한 것으로, Aramco에서 발주하는 110억 달러 규모의 재
개발 프로젝트이다. 90만bpd의 중유와 340만 입방미터의 수반가
스(associated gas), 그리고 50만bpd의 천연가스 응축물(condensate)
의 생산 및 처리시설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프로젝트
는 2개의 해상 프로젝트와 4개의 육상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
는데, 이 가운데 해상 패키지(offshore package) 1이 41km의
causeway 건설 프로젝트이고, 우리 기업 GS E&C가 수주한 육상
패키지(onshore package) 4는 Khursaniyah 가스플랜트에 가스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계약금액은 5억 달러이다.

표 Ⅲ-8 Manifa 유전 재개발 프로젝트 수주업체

프로젝트

수주업체

프로젝트

수주업체

Offshore
Package 1

Jan De Nul

Onshore
Packge2

JGC
Corporation

Offshore
Package 2

J Ray McDermott
Middle East

Onshore
Packge3

Tecnicas
Reunidas Gulf

Onshore
Packge 1

Snamprogetti

Onshore
Packge4

GS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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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rabia’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사우디~바레인 간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로 2006년 9월에 사우디 Dar
al-Riyadh 사가 FEED(pre-Front and End Engineering and Design)
계약자로 선정되었고, 2009년 4분기 타당성 조사를 마칠 예정이
다. 이 파이프라인은 사우디의 Abqaiq 정유공장에서 Quarriyah
를 거쳐 바레인 Sitra까지의 구간으로 총 115Km 길이이며, 이 중
60km는 육상, 55km는 해상 파이프라인으로 건설예정으로 계약
금액은 3.5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New Arabia’ 파이프라인의
처리용량은 35만bpd로, 이것으로 현재 사우디~바레인 간 파이
프라인(처리용량 25만bpd)을 대체할 예정이다.
Ras Tanura 정유-석유화학 복합공장 건설 프로젝트는 40만 b/
d6) 규모의 정유소와 120만 t/y7) 에틸렌, 40만 t/y의 벤젠, 프로필
렌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공장 건설 프로젝트로서, 미국의 다
우 케미컬 사와 협상 중에 있다. 양사의 합작기업이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건설⋅소유⋅운영하게 되고, 정유소는 사우디 아람
코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다. KBR이 PMC 및 FEED 컨설턴트
로 선정됐으며, EPC 입찰절차는 2011년 1분기에 시작되어 프로
젝트가 완료되는 것은 2015년이 될 전망이다.
6) b/d=barrel per day
7) t/y=ton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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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도기업 사업 현황

가. Saudi Oger

1) 사업 현황

Saudi Oger는 1978년에 전 레바논 총리였던 하리리(Rafik
Al-Hariri)가 설립한 사우디 건설회사로, 현재도 하리리 가문이
소유 및 운영을 하고 있다. 주 사업분야는 주거용 및 상업용 건
물 건축, 인프라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서비스, IT 솔
루션 등이며, 종업원 수는 총 5만 명이다. 사우디에는 Oger
Systems, Sheraton Riyadh hotel and Towers, Tihama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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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Company 3개의 자회사가 있으며, 유럽의 프랑스, 독
일, 영국, 중동의 UAE, 요르단, 레바논 그리고 미국 등에 총 22
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또한 금융부문에서 사우디의 Saudi
Investment Bank와 Middle East Internet Company 그리고 요르단
의 Arab Bank 3개의 금융기관에도 지분을 갖고 있다.
최근 주요 프로젝트 수주동향을 보면, 2007년 7월 Saudi Oger
는 리야드의 King Abdullah Road의 첫 번째 단계 공사를 수주했
으며, 계약금액은 6억 9,800만 달러였다. 이 프로젝트는 3개 라
인의 주 도로와 그에 연결되는 서비스 도로의 건설로 구성되어
있다. Saudi Oger는 압둘라 국왕 경제도시(King Abdullah
Economic City) 사업에도 참여하여, 1억 3,173만 달러 규모의 주
택 타워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번 신도시 사업에서 Saudi Oger
는 도로, 주차장, 조경사업도 참여할 예정이다.

2) 사업전략

Saudi Oger는 최근 통신업, 부동산개발, 공공사업, 정보통신,
O&M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 분야는 자
사의 경쟁력만으로는 진출에 한계가 있는 관계로 자국 및 외국
기업들과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진출을 꾀한 것이다.

80｜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산업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하리리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Saraya
Holdings와의 독점적인 관계가 큰 도움이 되었다. 이를 통해 Ras
Al Khaimah 지역에 위치한 Saraya Aqba, Saraya Dead Sea 그리고
Saraya Island 등의 개발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나. Al Khodari Group

1955년에 설립된 Al Khodari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건설업
체 중 하나로 주 사업지역은 중동과 아프리카이며, 현재 2,300여
개의 건설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Al Khodari는 도로, 교량, 빌딩, 인프라, 육상교통, 환경
서비스 등의 건설사업을 통해 사우디와 중동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일반 도시 발전, 석유 및 가스 산업 인프라,
수도 및 전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 사업자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Al Khodari의 주요 고객으로는 RCJY(Royal Commission for
Jubail & Yanbu), 사우디 교통부, 사우디 아람코, 브리티시 컬럼
비아 기반의 Fama Holdings Company, Kellogg Brown & Root
Int’l(미국계 Halliburton 사의 자회사) 그리고 Saui Arabian Texaco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다양한 도로사업을 진행 중인데,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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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 Shaybah Access Road로 총 길이 386km에 Batha 근처의
사우디-UAE 고속도로에서 사우디 아람코의 Shaybah 시설까지
연결하는 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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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및 평가

사

우디 중앙정보통계국의 2008년까지 건설업 실측치에
따르면,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사우디 건설시장 역

시 2008년 이 부문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업은 전년대비 2.9% 성장한 약
21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경기
침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사우디
의 건설업은 완만한 성장세가 기대되며 특히 2010~12년 사우디
의 건설⋅인프라 부문은 3~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이러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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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다.
시장조사기관인 BMI는 사우디 건설부문의 2009년 성장률을
기존 0.05%에서 2.86%로 상당폭 상향조정하였는데, 이는 국제
유가의 반등에 힘입은 사우디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공공
및 민간 건설부문의 호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부문에서는 사우디 정부의 대대적인 건설⋅인프라 투자
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는 2008년 GDP 대비 32.5%
의 재정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09년에는 전년에 비해 흑자폭
이 대폭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GDP 대비 2.9%의 재정흑자를 기
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힘입어 사우디 정부의 재정지출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 Gulf News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른 파이낸
싱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약 30억 달러의 파이낸싱
을 지원하였고, 2009년 말까지 정부 파이낸싱 규모가 53억 달러
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간업체들의 사우디 건설시장 투자결정 또한 사우디 건
설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다수의 민간건설업자들이 두바이를 비롯한 걸프지역에서 사업
을 전개 중인데, 최근 두바이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두바이
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상당수 지연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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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btec과 Deyaar Development 등 민간업체들은 두바이의 대체시
장으로서 사우디 건설시장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그림 Ⅲ-5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업 전망

자료: BMI(2009).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지역 최대 건설시장으로서 최근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오일머니를 활용한 정부 발주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사우디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
로 전력설비와 상하수처리, 교육, 의료 등 공공부문의 건설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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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시장기회가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두바
이를 비롯한 주변 걸프 국가들의 건설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에서
사우디 건설시장의 상대적 매력도가 증가하는 것도 긍정적 요인
이다.
그러나 사우디 건설시장은 정부 발주사업에 대한 시장의존도
가 높은 반면, 민간 주도의 시장이 협소하다는 점은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경우 건설부문 성장
에 따른 명목가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성장률은 크게 둔화
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건축자재 및 인건비
상승이 내부 투자수익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한편 연 2.5%에 달하는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해 향후 사우디
의 주택수요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의 주요 경제현
안인 높은 실업률(2009년 예상치 7.5%)로 인한 주택구매력 저하
는 주택시장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끝으로 세계경제
침체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또한 사우디 건설업의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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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업 SWOT 분석

Strengths
· 중동지역 최대 건설시장
· 오일머니를 활용한 정부 주도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진행
· 전력설비, 상하수처리, 교육, 의료 등 공공부문의 다양한 건설수요 발생

Weaknesses
· 정부 발주에 대한 시장의존도가 높은 반면, 민간 주도의 건설시장은 상대
적으로 취약
· 높은 물가상승률이 건설업체의 투자수익률을 저해할 우려
· 높은 인구증가율(연 2.5%)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
률은 주택구매력 저하 초래
· 전력공급 부족 가능성 존재. 그러나 다수의 신규 발전설비 확충사업 추진 중

Opportunities
· 에너지산업과 유틸리티 부문에 대한 높은 시장 잠재력
· 민간투자 증가는 외국기업들에 사업참여 기회 제공
·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걸프지역 건설경기 하강의 영향으로 건설사업자들
의 사우디 시장에 대한 관심 증대

Threats
· 세계경제 침체로 걸프 주변국가의 건설경기 침체가 사우디 시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테러 등 외부적 불안요소 잠재

자료: BMI(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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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보통신업
1/
2/
3/
4/

산업개황

정보통신 정책
부문별 동향

외국기업 진출 및 선도기업 현황

5/

전망 및 평가

1
산업개황

사

우디아라비아의 정보통신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과 이동통신 및 인터넷 가입자의 가파른 증가세,

당국의 신규 통신사업자 승인에 따른 시장경쟁 강화, 3.5G 네트
워크 구축에 따른 브로드밴드 시장창출 등에 힘입어 중동지역
주요 정보통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우디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08년 말 현재 총 3,84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동통신 보급률은 155%에 이르
고 있다. 제1 사업자인 STC의 가입자 수는 2008년 말 기준 총
2,060만 명으로 53.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2위 기업인 Mobily는 1,57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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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40.2%를 나타내는 반면, 제3 사업자인 Zain은 2008
년 8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하며 약 5.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제3 이동통신사업자의 신규시장 진출로 경쟁이 심화되고, 이동
통신시장이 점차 양적 포화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통신사들은
부가서비스(value-added service) 확대와 함께 3G 등 차세대 통신
서비스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사우디의 유선통신 가입자 수는 2008년 말 기준 412만 회선으
로 16.5%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아랍국가 전체 평
균인 11%뿐만 아니라 선진국 평균인 13%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로 인해 유선통신 가입자 수
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사우디 당국이 2007년 4월 신규 유
선사업자에 대해 사업승인을 내림에 따라 유선시장 역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우디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8년 말 현재 770만 명으로
31%의 비교적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초고속인터
넷(Broadband) 가입자 수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 현재
133만 명을 기록하였으나 보급률은 5.3%에 불과하다. 향후 초고
속인터넷 시장은 유선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강화로 시장발
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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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준 사우디의 IT시장 규모는 34억 달러 규모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이다. 세부 산업별로는 하드웨
어 부문이 전체 IT 산업의 약 56%,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부문이
각각 29%와 15%를 차지하고 있다. 사우디의 IT산업은 현재 리
야드, 제다, 담맘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수도
인 리야드가 사우디의 가장 중요한 IT 도시로 R&D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이 대부분 리야드에 위치한다.
사우디는 지난 2001년 왕세자의 명령에 따라 National IT
Plan(NITP)을 수립했다. 이 계획의 주요 목적은 IT 산업을 사우
디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었
다. 특히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이 핵심목표였지만, 사우
디의 경우 소프트웨어는 물론 IT 산업 전반에 걸쳐 외국기업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이다.
사우디의 통신산업은 독점적 산업구조가 발전의 저해요인으
로 작용해왔으나, 최근 제한적으로 외국기업이 진출이 허용되면
서 점차 경쟁구조로 전환되며 산업발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
편 IT 관련 기업들이 IT 산업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법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 및 대응조치는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해적판이 상당부분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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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시장 현황

분야
유선
통신

항목

2007년

2008년

천 회선

3,951

4,000

4,020

유선전화 보급률

%

16.7

16.5

16.2

19,660

28,388

34,144

천명

이동통신 보급률

%

83.0

117.1

137.6

3G폰 가입자 수

천명

560

2,100

3,570

%

2.8

7.4

10.5

3G폰 보급률

인터넷

2006년

유선전화 회선 수

이동통신 가입자 수
무선
통신

단위

인터넷 이용자 수

천명

4,700

6,400

8,069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수

천명

218

623

1,029

%

0.9

2.6

4.1

인터넷 보급률
주: 2008년은 추정치.
자료: BMI(2009).

표 Ⅳ-2 사우디아라비아 IT시장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IT시장

2,620

2,961

3,405

GDP 중 IT시장 비중

0.8%

0.8%

0.7%

하드웨어

1,452

1,624

1,848

서비스

742

849

987

소프트웨어

426

489

570

1,162

1,283

1,478

131

146

166

PC(노트북 포함)
서버
주: 2008년은 추정치.
자료: BMI(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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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 정책

가. 규제기관 및 규제권한

정보통신기술부(MCIT: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정보통신 분야 주무부처로서 2003년에 기존 정보
통신 규제기관인 MoPTT(Ministry of Post, Telephone, and Telegraph)
에서 명칭을 변경하였다. MCIT는 통신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
계획 및 발전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정보
통신기술위원회(CITC: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mission)는 통신분야에 대해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통신
규제 기관으로, 통신사업자 사업 허가권과 통신부문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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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및 가격 등에 대한 승인권 및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CITC의 주 임무는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상급 정부기관에서 마
련한 IT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며, 특히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에 의해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주 관리 대상이다.
사우디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은 2001년 5월 내각위원회
(Council of Ministers), 사우디 통신위원회(SCC: Saudi Communications
Commission), 체신부(MoPTT: Ministry of Post, Telegraph and
Telephone) 등의 결정으로 제정되었다. 2003년 MoPTT는 정보통
신부(MCIT), SCC는 CITC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권한과 영향
력이 강화되었다. 통신법에 따르면, 유선과 이동통신사업은 일
반인의 참여가 가능한 공동자본을 소유한 법인에게만 사업허가
가 이루어진다. 사업허가의 최종권한은 MCIT에 있고, 내각위원
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사업승인 수수료는 CITC가 책정하
지만, 재무국(General Treasury)에 납부한다. 허가갱신은 CITC 이
사회에서 담당하는데, 현재 발급되는 허가서는 두 종류이다. 그
중 하나는 개인허가서로 유선음성전화, 공공이동통신, 통신 네
트워크, 국내 및 국제 유무선 데이터서비스 등의 사업자에 해당
된다. 다른 하나는 Class 허가서로, 이는 다시 A 타입과 B 타입
으로 구분된다. A 타입은 국내 및 국제 음성전화 재판매 서비스,
VSAT 위성서비스, 공중전화서비스, 무선호출서비스 그리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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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에게 부여되고, B 타입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 부가가치 네트워크 서비스, 공중전화사무소,
국제무선개인통신 서비스 공급자 등에게 부여된다. 접속용량이
제한적이고 외부 대중통신서비스와 연결되지 않는 사설 내부통
신 네트워크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 허가가 필요없다. 기업 합
병과 인수는 CITC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신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 지분의 5% 이상을 취득하거나 지분 인수로 특
정 시장의 지배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도 CITC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STC만이 SCC에 의해 지배사업자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따라서 STC가 사우디의 유일한 보편적 서비스 공급자이
다. 주파수는 국가 주파수역 계획에 따라 CITC를 통해 분배가
되는데, 이때도 MCIT를 통해 내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ITC는 또한 국가 번호부여 프로그램의 관리를 맡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에 번호의 범위를 부여하기도 한다. 상호접속(interconnection)
문제도 CITC가 관할하며, 사업자간 분쟁도 조정한다. CITC는 또
한 통신기기 유형 승인에 대해서도 권한이 있다. 통신법에 따르
면, CITC는 통신 네트워크에 이용되는 기기 및 장비 설치⋅운영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 규격에 맞도록 감독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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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 정보통신산업계획(NICTP)

사우디 정부는 ‘국가정보통신산업계획(NICTP: National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Plan)을 수립하여, 정보통신산업 육성
에 적극 나서고 있다. NICTP는 크게 장기계획과 제1차 5개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5월 28일 내각위원회에서 승
인을 받았다.

1) NICTP 장기계획

국가정보통신산업계획에서 장기계획(Long-term Perspective for
Communications and IT in the Kingdom)은 미래비전(Future Vision)
과 일반목표(General Objectives)로 구분된다.
미래비전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보통신산업에서 궁극적으로 실
현해야 할 목표를 나타내며, 일반목표는 이러한 미래 전망을 실
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의미한다. NICTP를 통해 구현하
려는 사우디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회 모든
분야에 통신 및 IT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의 주요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정보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으로 집약된다. 해당 분야는 IT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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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및 생산성, IT 규제, IT 혁신⋅개발, IT 교육훈련, 디지털 경
계, 이슬람⋅아랍어, IT 인력개발 7개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
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Ⅳ-3 국가정보통신산업계획(NICTP)의 장기목표

번호

1

분야

목표

IT 서비스, 생산성

모든 분야의 생산성 향상, 비즈니스, 사회복지 분
야의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ICT의 최적 이용을 통
한 텔레워킹(teleworking) 장려

2

IT 규제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투자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ICT 분야 규제 실현

3

IT 혁신, 개발

전략적 분야에서의 과학적 연구, 혁신 및 발전과
지역 및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
는 정보산업 구축

4

IT 교육, 훈련

모든 교육과 훈련 분야에서 ICT의 최적 이용

5

디지털 경계

디지털 경계(digital divide)를 연결하기 위해 사회
전 분야가 ICT를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지원

6

이슬람, 아랍어

아랍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슬람, 애국주의, 아랍
등의 문명화된 미션을 통합하기 위한 ICT 이용의
최적화

7

IT 인력개발

국내 인재 육성 및 외부 전문가 유치를 통해 ICT
전문화를 위한 양성(both sexes)으로부터의 숙련
된 인력 공급

자료: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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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ICTP 제1차 5개년 계획

NICTP 제1차 5개년 계획(The First five-year plan for Communications
and IT in the Kingdom)은 NICTP의 장기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사실상 NICTP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제1차 5개
년 계획은 NICTP 장기계획상의 7개 일반목표의 틀 안에서 26개
의 세부목표와 62개의 실행정책, 98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7
개 일반목표별 세부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정부 분야는 ICT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 및 인력 지
원 확보와 정부 분야의 e-Government 적용, 수준 있는 컨셉트와
기술의 적용, ICT의 혜택을 최적화하기 위한 능력의 개발,
e-Business 어플리케이션 유포, 보건서비스 및 업무의 새로운 양식
을 개발하기 위한 ICT의 적극적 활용 등의 세부목표로 구성된다.
둘째, IT 인력양성 분야는 정보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국내 인력 및 국제 전문가 수요의 판단, 고급 ICT 인력을 준비
하기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ICT 고급인력이 고소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관련 자격제도 준비, ICT 분야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품질 제고 등을 목표로 한다.
셋째, IT 규제 분야는 ICT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 발급,
ICT 서비스 분야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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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규제장치의 마련, ICT 네트워크의 보안기능 강화 및 사
생활 보호, 번호자원(numbering resources)의 최적 이용, 주파수
스펙트럼의 최적 이용, 사우디 전역에 ICT 서비스 공급, 표준 세
부사항에 대한 ITC 기기의 적합성 확보, 양질의 정보서비스 제
공 등의 세부목표로 구성된다.
넷째, IT 산업 분야는 특정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ICT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섯째, IT 교육 분야는 교육 및 훈
련 분야 지원을 위한 ICT의 활용과 e-Learning의 도입, 교육 분야
ICT 도입을 위한 관련 인력(교사, 행정원, 학생 등) 교육, 교육기
관의 인프라 개발 등이다.
여섯째, IT 컨텐츠 분야는 정보와 지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
한 아랍어 디지털 컨텐츠의 보급과 모든 개인, 조직, 중소기업
등의 ICT에 대한 인식도 제고 등이다.
일곱째, 문화 분야는 아랍과 이슬람 문화 서비스에 ICT를 도
입하기 위한 정부의 조정과 동기부여, 이슬람 연구, 종교관습 서
비스의 ICT 도입, 이슬람 문화 보급과 이슬람 및 아랍의 정체성
통합을 위한 ICT의 도입 등의 세부목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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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NICTP 제1차 5개년 계획의 세부목표⁸⁾8)

분야

세부목표

전자
정부

- 정부 분야(sector) ICT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 및 인력 지원 확보
- 정부 분야의 e-Government 적용
- 수준 있는 컨셉트와 기술의 적용, ICT의 혜택을 최적화하기 위한 능력의 개발
- e-Business 어플리케이션 유포
- 보건서비스 및 업무의 새로운 양식을 개발하기 위한 ICT의 적극적 활용

IT
인력
양성

- 정보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국내인력 및 국제전문가 수요의
판단
- 고급 ICT 인력을 준비하기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
- ICT 고급인력이 고소득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자격제도 준비
- ICT 분야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품질 제고

IT 규제

- ICT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 발급
- ICT 서비스 분야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적합한 규제장
치의 마련
- ICT 네트워크의 보안기능 강화 및 사생활 보호
- 번호 자원(numbering resources)의 최적 이용
- 주파수 스펙트럼의 최적 이용
- 사우디 전역에 대한 ICT 서비스 공급
- 표준 세부사항에 대한 ITC 기기의 적합성 확보
- 양질의 정보서비스 제공

IT 산업
IT 교육
IT
컨텐츠
문화

- 특정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ICT 산업 육성
- 교육, 훈련 분야 지원을 위한 ICT의 활용과 e-Learning의 도입
- 교육 분야 ICT 도입을 위한 관련 인력(교사, 행정원, 학생등) 교육
- 교육기관의 인프라 개발
- 정보와 지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아랍어 디지털 컨텐츠의 보급
- 모든 개인, 조직, 중소기업 등의 ICT에 대한 인식도 제고
- 아랍과 이슬람 문화 서비스에 ICT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조정과 동기부여
- 이슬람 연구, 종교관습 서비스의 ICT 도입
- 이슬람 문화 보급과 이슬람 및 아랍의 정체성 통합을 위한 ICT의 도입

자료: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8) 세부 실행 정책 및 프로젝트는 정보통신기술부 홈페이지(www.mcit.gov.sa)에서
NCITP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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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동향

가. 통신시장

1) 유선통신

사우디 유선통신 가입자 수는 2008년 말 기준 412만 명을 기
록하였다. 이 중 약 73%에 이르는 300만 가입자가 일반 가정 가
입자로, 현재 사우디 가정의 유선전화 가입률은 1,000가구당
684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인구로 살펴보면, 현재 인구
1,000명당 165개의 유선라인이 사용되어 유선가입률이 16.5%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아랍국가 전체 평균 11%보다 훨씬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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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며, 선진국 평균 13%보다도 높다. 2008년 유선가입자 수
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는데, 이는 통신수단이 보다 개인화
되면서 무선전화를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선에서 무선으로의 이동은 비단 사우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
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찰되고 있는 현상이다.
한편 2007년 4월 신규 유선사업자에 대한 사업승인은 사우디
유선시장의 틀을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사우디 유
선시장에 ‘경쟁’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은 양질의 서비
스와 기술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Verizon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트리플플레이(triple-play) 서비스

그림 Ⅳ-1 2001~08년 사우디 유선가입자 수 추이

자료: CITC(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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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케이블 네트워크를 운영할 예정이고, 바레인의 Batelco
와 홍콩의 PCCCW는 라디오 스펙트럼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WiMAX 서비스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STC에 가격인
하와 더불어 서비스 개선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사우디 이동통신시장은 2008년에 전년
대비 35.5% 성장하였다. 2007년의 44.4%에 비해 성장률은 둔화
되었지만 여전히 큰 폭의 시장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사우디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총 3,846만 명에
이르며, 인구대비 이동통신 보급률은 155%에 달한다. 그러나 사
우디에는 복수 SIM 카드 이용자가 많고, 이 중 상당수는 더 이
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선불제 고객인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선도기업은 STC로 가입자 수는 2008년 말 기준 총 2,060
만 명으로 53.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2위
기업인 Mobily는 제3 사업자인 Zain의 공격적인 마케팅에도 불
구하고 1,57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여 시장점유율 40.2%를 차
지하고 있다. 한편 2008년 8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세 번째 GSM
사업자인 Zain이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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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Zain은 서비스를 개시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가입자
수가 2008년 말 기준 2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GSM 사업자인 STC(Saudi Telecom)과 Mobily의 점유율을 위
협하기에 충분한 진출로 평가되며, 시장점유율이 현재 5%를 넘
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STC와 Mobily는 2008년 4분기 각각
3.6%, 1.6%씩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여, Zain의 시장 참여로 STC
가 보다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Den 기술로
PTT(Push to Talk) 서비스를 제공하는 Bravo Telecom은 0.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여, 2007년 대비 시장점유율이 0.1%포인트
하락했다.
Zain의 참여로 사우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STC
는 경쟁력 강화 및 수익모델 발굴에 나서고 있다. 먼저 수익원
다각화를 위해 해외사업에 적극 뛰어들었는데, 중아지역 내 거
대 통신기업이면서 세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쿠웨이트
의 Zain과 Qatar Telecom과의 경쟁을 위해 STC는 지난 15개월
간 해외사업 확장에 60억 달러를 투자했다. 국내시장에서는 지
배적인 위치를 활용하여 가격인하를 통해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Mobily에 비해 Zain으로의 고객 이
탈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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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사우디아라비아 이동통신 현황(2008년 4분기)
(단위: 천 명, %)

통신사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

Saudi Telecom

20,610

53.6

Etihad Etisalat(Mobily)

15,692

40.8

2,010

5.2

149

0.4

38,462

100.0

Saudi Zain
Bravo
계

자료: Zain, Qatar Telecom, BMI estimates.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3G 사업승인을 얻은 곳은 Mobily
이다. Mobily는 2006년 6월 3G HSDPA(High-Speed Downlink
Packet Access)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4개월간 3G와 3.5G 서비스
고객 34만 5,000명을 유치했다. 이후 2007년 7월 Mobily는 180
만 명의 가입자가 자사의 3G와 HSDPA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발
표했다. Mobily는 현재 영상통화, 비디오 스트리밍, 영상회의, 고
속 인터넷 및 멀티플레이 게임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obily는 이미 사우디 23개의 도시에 3.5G 네트워크를 구
축하였으며, 2007년까지 투자금액이 총 10억 사우디리얄(26.7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Mobily가 3G 서비스 가입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현재 정확한 가입자 수는 알 수 없다.
한편 시장 지배사업자 STC는 2005년 7월에 3G 사업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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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2005년 1월부터 시험 서비스를 시작한 STC는 2006년 5월
에 본격적인 3G HSPDA 서비스를 3,000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시했다. STC는 계속적으로 3G 통신망 구축에 힘쓰며, 중국 업체
Huawei Technology와 협력하에 사우디 전역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
대하고 있다. HSDPA 솔루션은 Ericsson을 통해 제공받고 있다.
한편 Saudi Zain은 9.3억 달러 규모의 2G 및 3G 턴키 네트워
크 계약을 Nokia Siemens Networks와 지난 2008년 1월 체결한
바 있다. 5년간의 계약에는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운영 및 관
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에는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HSDPA와 HSUPA 3.5G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Saudi Zain이 3G 서
비스를 본격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6 사우디아라비아 무선통신사업 주요 계약 내역

일자
2009년
3월

2008년
4월

계약금액

내용

n/a

Mobily가 Alcatel-Lucent, Ericsson, Huawei 등과
mobile network를 관리, 운영, 유지하는 3년간의 아
웃소싱 계약 체결. 이 계약을 통해 Mobily는 연 운영
비를 2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n/a

Mobily가 Alcatel-Lucent와 multi vendor mobile
network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년짜리 계약 체
결. 계약에 따라 Alca-Lu는 일반 운영과 더불어 유
지, 스페어 파트 관리, 경로 최적화,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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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계속

일자

계약금액

내용

2008년
3월

3.3억
달러

Saudi Zain은 Motorola와 자사의 2G 및 3G 네트워크의
일부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턴키 계약 체결. Motorola는
네트워크 디자인, 통합, 배치, 운영 및 관리 등의 광범위
한 서비스와 GSM, HSPA 장비를 공급하게 됨.

2008년
1월

1.5억
달러

Motorola가 Mobily의 GSM 확장 계약 수주. 턴키 계
약으로 Motorola는 Mobily에 GSM 인프라 및 종합서
비스 제공

2008년
1월

9.3억
달러

Saudi Zain이 자사의 2G 및 3G 턴키 네트워크 계약을
Nokia Siemens Networks와 체결. 5년간 서비스 제공

2007년
11월

n/a

Huawei Technology가 Mobily의 전국적 IP 기반 네
트워크 구축사업 수주. 이 네트워크는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Mobily는 이를 통해 보다 빠르
고 안정된 3G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

2007년
5월

2.7억
달러

Mobily가 비공개로 특정 사업자와 자사의 3G 및
3.5G 네트워크 확장 계획 체결

2006년
9월

n/a

Mobily가 Motorola와 사우디 북서부 및 남서부 GSM
네크워크 확장 계획 체결

2006년
8월

n/a

Mobily가 UMTS 3G 계약을 Huawei Technology와
체결. Huawei는 Mobiliy의 HSDPA 구축을 위해 New
Generation Node B solution을 제공하게 됨.

2006년
8월

n/a

STC는 W-CDMA 3G 장비공급 업체로 Siemens 선정

2006년
6월

n/a

Huawei Technologies가 STC의 3G 네트워크 계약
수주. Huawei는 UMTS 기반의 station과 STC가 사
우디 전역에 3G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네트워크를 제공하게 됨.

2004년
11월

n/a

Huawei Technology가 Mobily의 GSM 네트워크 구
축 계약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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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컨텐츠

중동시장에서도 이동전화 이용자들을 위한 부가서비스(VAS:
Value-Added Service) 시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양한
음성기반의 모바일 VAS뿐만 아니라, 무선 광대역 서비스를 비
롯하여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들이 중동지역에서 제공
되고 있다. 관련 분석에 따르면, SMS, 멀티미디어 메시징, 영상
통화, 모바일 TV 등의 데이터 서비스들을 통해 중동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2008년 3분기에만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
으며, 전체 수입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9%에서 2013년 24%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중동에는 바레인
의 Batelco, 쿠웨이트의 Zain과 Wataniya, UAE의 Etisalat, 사우디
아라비아의 STC와 같이, 여러 시장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
업자들이 많아 VAS의 확산이 빠른 편이다. 또한 요르단의
MobileCom, 바레인의 Batelco, 카타르의 Q-Tel, 쿠웨이트의
Wataniya 4개 사업자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인터넷 접근, 컨텐츠
서비스, 국가간 로밍 서비스 등의 강화를 위해 서비스 협력관계
를 맺기도 했다.
사우디에서는 STC와 Mobily에서 이미 Call Forwarding, Call
Barring, Caller Line Identification(CLI), Multiparty Calling,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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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ing 등 음성 기반의 VAS와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및 영상 기반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STC의 경우 요금제
에 따라 서비스 유형이 다른데, Aljawal 선납요금제는 영상전화,
3G Multi SIM 등의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고, Sawa와 Lana의
후납요금제는 같은 번호에 대해 추가 SIM 카드 서비스를 제공
한다. 또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음성 메시지, 모바
일 TV 서비스를 들 수 있다. Mobily에서는 영상전화, 영상 스트
리밍, 영상회의, 고속 인터넷, 다자간 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모바일 TV의 경우 선납⋅후납 여부에 관계없이 월
SAR 50(약 13.3달러) 요금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사업을 개시한 Saudi Zain도 조만간 선발업체들
수준의 모바일 데이터 및 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
다. 초기 서비스로 이미 2009년 2월 축구 동영상 서비스를 개시
한 바 있다. 비GSM 사업자인 Bravo도 광범위한 VAS 서비스를
iDen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는 SMS,
데이터 전송 서비스, 위치확인 서비스 등이 있다.

4) 인터넷

사우디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01년 100만 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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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사우디아라비아 VAS 서비스 현황

시기

내용

2006년 5월

STC 3.5G HSPDA 서비스 개시 발표

2006년 8월

Mobily 3.5G HSPDA 서비스 개시. 영상통화, 제한된 모바일
TV 서비스 등 포함

2006년 9월

Mobily BlackBerry Bold Smartphone 서비스 개시

2007년 4월

BRAVO, SADAD payment system을 통한 새로운 결제시스템
도입

2007년 5월

Moblily, BlackBerry Pearl Smartphone 도입

2007년 5월

Mobily, 정액제 무제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개시

2007년 7월

Mobily, 모바일 TV 서비스 개시

2007년 12월

STC, Nokia 무선 이메일 솔루션 서비스 개시

2008년 1월

Bravo, 웹사이트를 통한 요금 결제, 충전 서비스 개시

2008년 1월

Mobily, 미용, 패션, 엔터테인먼트 등이 결합된 여성 전용 패
키지 서비스 ‘Najma’ 개시

2008년 8월

STC, 중동, 유럽,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등 30개국을 결
합하는 통합 로밍 서비스 개시

2008년 9월

Mobily, ‘Khod w khal(Chit-Chat)’라는
networking 사이트 오픈

2008년 12월

Mobily, 하지, 우므라 등의 성지 순례객들을 지원하는 ‘Nusuk’
서비스 개시

2009년 2월

Saudi Zain, 영국 축구리그 동영상 서비스 개시

2009년 2월

Mobily, iPhone 서비스 개시

2009년 2월

Mobily, 호텔, 자동차 렌털, 식당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여행자
전용 서비스 개시

2009년 3월

Mobily, 고속 데이터 송신 기술(HSUPA)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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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social

2008년 말 77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재 인구 100명당 인
터넷 보급률은 31%를 기록하여 세계 평균(23%)과 아랍국가 평
균(14%)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시장의 급격한 성
장은 주로 대중의 인터넷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기인한다. 또한
PC 및 인터넷 이용가격 하락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도입도
전체 인터넷시장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Ⅳ-2 사우디아라비아 인터넷시장 성장 추이

자료: CITC(2008).

CITC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초고속인터넷
(Broadband) 가입자 수는 2005년 6만 4,000명에 불과했으나, 2008
년 말 기준 133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3년간 연평균 17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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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00명당 5.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
것은 수요 측면보다는 다분히 제한적인 공급에 따른 것으로 분
석된다. 공급 측면에서 발전이 더딘 이유로는 높은 ADSL 이용
률, 낮은 인구밀도, 이에 따른 STC의 투자 부족 등을 꼽을 수 있
다. 그러나 향후 유선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 강화가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말 기준, 사우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 라이선스
수는 총 53개로, STC나 Mobily 등 메이저 통신사는 물론 여러 중
견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다. STC의 최대 경쟁자인 Mobily는 2008
년 3월 지역 광대역통신 사업자 Bayanat Al-Oula를 약 4억 달러

그림 Ⅳ-3 사우디아라비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추이

자료: CITC(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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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수하며 광대역통신사업에 진출하였다. Bayanat은 사우디
주요 도시에 WiMAX 광대역통신망을 구축하였고, 1만 2,000km
의 광섬유 통신망의 1/3을 소유하고 있다. Mobily의 참여 및 여
러 업체들의 사업확장으로 인터넷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서
비스 개선과 가격인하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사우디의 인터넷
이용률, 특히 광대역통신 이용률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IT시장

1) 하드웨어

최근 전반적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시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이다. PC, 노트북, 주변기기 등 컴퓨터 매출은 2009년 16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08~13년 사이 연평균 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에도 불구하고 PC 매출은 강세를 보여 약 50만 대가 판매되었
으며, PC 보급률이 23%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PC 보급률은
2013년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는 노트북 판매 증가가 하드웨어 시장 성장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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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노트북 판매 브랜드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힙입어 2008년 노트북은 31만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며, 걸프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판매량이 전년대비 거의
50%나 증가했다. 이는 현지 젊은이들이 기본적으로 즐길 수 있
는 문화가 부재한 관계로 PC가 엔터테인먼트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려한 그래픽과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강화된 노트북의 판매가 급증한 것이다. HP, Acer 그리고 BenQ
등이 이러한 엔터테인먼트용 노트북 브랜드로 각광 받고 있다.
한편 가격수준은 Acer, LG, 삼성 등 아시아 브랜드들의 공격적
인 마케팅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판매에 따른
수익성이 다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는 지역 내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이고, 전체 인구 중 젊은층이 차
지하는 인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PC 시장은 지속적인 성
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업들은 경기악화 및 신용경색으로 비용절감에 나서면
서 하드웨어 구입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일부 기업들은 컴퓨터
교체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조
업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IT 하드웨어나 시스템
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하드웨어는 전체 IT 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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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보다 정교한 서비스 및 솔루션에 대한 수요로 인해 향
후 수년간 그 비중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노트북 및 고성능 PC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하드웨어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데이터의 안
전한 저장 및 관리를 위한 저장(storage) 인프라 분야가 큰 잠재
력을 가진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2) 소프트웨어

사우디 소프트웨어 부문도 전반적인 IT시장의 흐름과 마찬가
지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다. 사우디의 소프트웨어 부문 소비
는 2008년 5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2009년에는 6억 1,400
만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13년 기간 동안
연평균 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는 현재 중동지역 내
에서 최대의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산업별로는 석유와 가스 분
야의 수요가 가장 비중이 크고, 정부 및 통신 분야가 그 뒤를 따
르며, 소매,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 유형별로는 아직까지 대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
나,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제조 및 무역업체들이 수동의 업무환경에서 자동화 사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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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무역자유화 이후 기업 소프트웨
어의 가치를 느끼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주요 소
프트웨어 채용 사례로는 사우디 우체국(Saudi Post)이 새로운
door-to-door 배송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Oracle의 e-Business 시
스템을 채용했고, 사우디 투자청(SAGIA)은 투자 관련 정보의 효
율적인 관리를 위해 SAP ERP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

3) IT서비스

사우디 IT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2008년 기준 1억 달러로
2009~13년 기간 동안 연평균 9%의 성장이 예상된다. 현재 유지

⋅보수 부문이 전체 서비스 수요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다
복잡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호스팅(hosting), 시설관리, 재해복구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유가를 기반으로 정부부문과 오일⋅가스, 교통, 수도⋅
전기 등 산업부문에서 대형 IT 프로젝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
현 경기상황은 서비스 부문 주요 프로젝트에도 악영향을 미쳐
오일⋅가스 분야뿐 아니라 정부, 교육, 건설 및 보건 등 여러 분
야의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나 보통 프로젝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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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기보다는 10~20% 정도의 규모로 축소되어 추진될 것으
로 보이며, 이미 정부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2009년 2분기를
기점으로 상당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다 광범위한 패키지 솔루션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IT 서비스 업체들은 합병이나 서비스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서비스 분야 확대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Wipro와 Dar
Al-Riyadh Group이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Wipro Arabia는 어플리
케이션 개발 및 관리 솔루션과 SI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4) 전자정부

사우디의 전자정부 프로그램(e-Government Program)은 국가 IT
산업발전 중장기계획(NITP)의 이행을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05년 공식 추진 프로그램인 ‘Yesser’가 도입되면서 본격화되었
다.
도입 당시 설정된 Yesser의 목표는 ① 공공부분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② 개인 및 기업 고객에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

③ ROI(Return on Investment) 제고, ④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정
확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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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전자정부 프로그램 추진조직 현황

추진조직

최고감독위원회
(e-Government
Program Supreme
Supervisory
Committee)

전자정부 조정위원회
(e-Government
Program Steering
Committee)

자문그룹
(Advisory Group)

프로그램
사무총장
(Program Director)

구성 및 내용
◦구성:재무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재무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기능
- 전자정부 추진전략 및 일반정책 승인
- 전자정부 이행과정에서의 최고감독기관
- 정부조직간 전략적 협력관계 조정
- 전자정부 이행을 위한 지원
◦구성:최고감독위원회 산하조직
◦위원장: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원:재무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위원회, 전자정
부프로그램조직 고위책임자로 구성
◦기능
- 최고감독위원회 결정 정책(안) 입안
- 전자정부 정책이행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 전자정부 프로그램 이행상태 평가 등 전자정부 프
로젝트 이행관련 관리감독 기능
◦구성:공공 및 민간부문 전문가로 구성
◦기능
- 전자정부 프로그램 관련 제반 전문적 자문
- 전자정부 관련 정책 연구 등 제반 자문역할
◦전자정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총괄 책임자
◦기능
- 위원회 결정 정책에 대한 실무집행
- 최고 및 조정위원회 입안정책 준비
- 전자정부 프로그램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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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재무부 및 국가
정보통신위원회(CITC)가 참여하여 최고감독위원회(e-Government
Program Supreme Supervisory Committee), 전자정부 조정위원회
(e-Government Program Steering Committee), 자문그룹(Advisory
Group), 프로그램 사무총장(Program Director) 등의 조직을 구성
하여 추진되고 있다.
추진동향을 보면, Yesser 관련 프로젝트들은 2005년 말 발주가
이루어져 일부 완료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데, 여러 프로그램들
이 파일럿 프로젝트 실행 이후 구체적인 후속 프로젝트의 지속
적인 발주가 예상되고 있다. 공식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의 전자정부화는 약 33%가 진행된 상태로 2010년까지
100% 온라인화한다는 목표하에, 현재 Yesser 프로그램은 글로벌
기업 IBM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진행된 전자정부 프
로젝트로는 무역부문 전자데이터 교환시스템(SaudiEDI) 구축, 성
지순례(Omrah) 프로젝트, 스마트카드 프로젝트, 국가정보센터 서
비스포털 구축 프로젝트, Almadinah Almunawwarah 주정부 전자
정부 프로젝트, 전자지불시스템 구축프로젝트(SADAD: E-Payment
Systems Projects), 사회보험관리정보시스템(SIMIS: Social Insuran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전자인증시스템(PKI) 구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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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주요 전자정부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무역부문
전자데이터
교환시스템
(SaudiEDI)
구축

성지순례
(Omrah)
프로젝트

주요 내용
◦발주처:재무부, 공공투자기금
◦프로젝트 형태:인프라스트럭처
◦내용
- 공공투자자금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EDI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 세관, 항구 등 수출입 관련 정부기관 간의 수출입 과정상
의 주요 문서 교환 등을 EDI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현재 시스템 가동 중
◦발주처:성지순례(하지)부(Ministry of Hajj)
◦프로젝트 형태:전자서비스
◦내용
- 성지순례(Omrah) 전자비자 발급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 인터넷으로 신청, 24시간 내 발급하며 현재 시스템 가동 중
◦발주처:내무부
◦프로젝트 형태:전자서비스
◦내용

스마트카드
프로젝트

- 전자카드(Smart Card)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 개인 ID카드, 운전면허증, 가족카드 등 정부 발행 모든 카
드를 스마트카드로 대체
- 향후 스마트카드는 교통카드, 개인 신분증, 병원기록 카드
까지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발주처:내무부 국가정보센터(NIC)

국가정보센터
서비스포털
구축 프로젝트

◦프로젝트 형태:전자서비스
◦내용
- 국가안내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로서 20여 가지의 정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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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계속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Almadinah
Almunawwarah
주정부
전자정부
프로젝트

◦발주처:Almadinah Almunawwarah 주정부
◦프로젝트 형태:전자서비스
◦내용
- Almadinah Almunawwarah 주 관내 개인 및 비즈니스 부
문 지원 프로젝트
- www.almadinah.gov.sa에서 아랍어 서비스 중

전자지불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SADAD:
E-Payment
Systems
Projects)

◦발주처:사우디 통화국(SAMA: Saudi Arabian Monetary
Agenc)
◦프로젝트 형태:전자서비스
◦내용
- G2B & B2B 거래상의 전자지불 시스템으로 시스템명은
‘SADAD’임.
- 프로젝트는 2006년 종료, 전자정부 및 전자무역 추진의 근
간으로 평가

사회보험관리정
보시스템
(SIMIS: Social
Insuran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전자인증시스템
(PKI) 구축

◦발주처:사회보험청(GOSI: The General Organization of
Social Insurance)
◦프로젝트 형태:인프라스트럭처
◦내용
- 사회보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
- 각 정부기관이 이 시스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
◦발주처:KACST
- 현재 관리조직을 e-Government program 추진기구로 이
관(정통부, 재무부, 정보통신위원회)
◦프로젝트 형태:전자서비스
◦내용
- 전자문서 교환의 보안강화를 위한 전자인증(PKI:Public
Key Infrastructure)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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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CT 관련 수출입 현황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보통신업과 관련된 정확한 수출입 통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우디 경제계획부에서 발표하는 수출
입 통계를 바탕으로 관련 수출입 현황을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출

석유화학산업 이외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사우디의 현실을
반영하듯, 2007년 정보통신 관련 수출규모는 1.8억 달러에 불
과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08%에 그치고 있다.

표 Ⅳ-10 사우디아라비아 정보통신산업 관련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품목

2005년

2006년

2007년

사무용 기기 및
자동데이터처리 기기

60

82

63

통신 장치 및 기기,
음성 기록, 재생 장치 및 기기

61

78

116

121

160

179

180,571

211,024

233,174

합계
총 수출
자료: 사우디 경제계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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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기기 및 자동데이터처리 기기의 수출이 6,300만 달러이
며, 통신장치 및 기기와 음성기록 및 재생장치의 수출금액은 1
억 1,600만 달러이다.

2) 수입

사우디는 정보통신산업과 관련하여 국내생산이 거의 이루어
지지 못해 관련 수요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7년
기준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수입액은 총 56.6억 달러에 이르
며, 최근 2년간 수입규모가 연평균 25%의 높은 수입 증가율을

표 Ⅳ-11 사우디아라비아 정보통신산업 관련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품목

2005년

2006년

2007년

사무용 기기 및
자동데이터처리 기기

1,057

1,392

1,786

통신 장치 및 기기,
음성 기록, 재생 장치 및 기기

2,731

3,271

3,870

계

3,788

4,663

5,656

180,571

211,024

233,174

전체 수입
자료: 사우디 경제계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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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품목의 전체 수입에서의
비중도 2005년 2.1%에서 2007년 2.4%로 0.3%포인트 증가하였
다. 2007년 사무용 기기 및 자동데이터처리 기기의 수입이 약
18억 달러이며, 통신장치 및 기기와 음성기록 및 재생장치의 수
입금액은 약 39억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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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기업 진출 및 선도기업 현황

가. 외국기업 진출 현황
사우디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IT 하드웨어 시장의 수요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에 대한 정
확한 자료는 없으나, 노트북과 PC 시장의 주요 기업은 Dell,
Acer, HP, Hujitsu Gimense 등이며, 시장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
재 마켓 리더는 Dell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휴대전화 시장에서
는 노키아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며, 소니에릭슨, 삼
성, LG 등의 제품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자 진출을 보면, 먼저 IT시장은 메이저 기업들인 IBM,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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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Microsoft 등이 진출해 있다. IBM은 중동지역본부가 UAE
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우디에는 Saudi Business Machines, Hoshan
Company, BDL Trading Establishment 등의 에이전트 및 유통점을
두고 있다. IBM은 2008년 현지 파트너인 Saudi Business Machines
과 신규 서비스인 Z10을 비즈니스, 정부, 은행 및 의료 부문에
소개하기 위해 사우디에서 로드쇼를 개최하였다. 또한 로컬 파
트너 GBM과 함께 사우디 정부의 ‘Yusr Project’ 1단계 사업의 사
업자로 선정되었는데, 사업 내용은 전자 포털을 구축하는 것으
로 사우디의 정부부처에 의사소통 창구를 제공하고 전자서비스
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로 사용될 예정이다. IBM은 최근 고객
들이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사업 프로세스를 추구함에 따라 고
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HP는 사우디를 중동 핵심시장으로 설정하고 소프트웨어, 기
기 등을 통해 기업고객뿐만 아니라 개인고객에도 서비스하고 있
다. 핵심 타깃 분야는 통신, 은행, 우편 서비스 분야이며, 최근
교육분야에서도 사업이 활발하여 사우디 교육부의 e-러닝 프로
젝트를 수주하여 솔루션을 설계한 바 있다. HP는 사우디에 지사
1개, 세일즈 오피스 2개, 11개의 에이전트 및 유통점을 두고 영
업 중이다.
Oracle은 사우디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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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드, 제다, 알코바에 Oger System 등 3개의 에이전트 및 유통점
을 두고 있다. Saudi Oracle Academy는 사우디 학생들에게 프로
그래밍 기술을 전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7개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Oracle은 중소기업의 업무 효율성
을 극대화하는 솔루션을 갖추기 위해 IBM의 지역 파트너인
SBM과의 협력을 시작하였다. 한편 Oracle은 사우디의 주요 SI
기업 중 하나인 Oger System과 ERP 솔루션 계약을 맺었으며, 사
우디 우체국에 새로운 door-to-door 배송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계약하였다. Oracle은 금융분야에서의 시장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데, BaselⅡ와 기타 규제변화에 따라 금융분야 수요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하고 금융산업에 특화된 솔루션 시장 진출을 추진 중
이다.
Microsoft는 Microsoft Arabia라는 별도의 법인이 존재하고, 현
지 에이전트 및 유통망도 16개가 있다. 사우디 정부가 주 고객
으로 교육부와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및 교육부문에 집중
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파이프 제조분야의 세계oso선도기
업soAmiantit이 주요 고객 중 하나이다.
통신분야에는 UAE계 통신사 주도의 컨소시엄인 Etihad
Etisalat(Mobily)와 쿠웨이트계 통신사인 Zain이 진출해 있다.
Mobily는 이미 이동통신시장의 40%를 점유한 상태이고, Zai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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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3개월여 만에 가입자 수가 200
만 명을 돌파하며 성공적 시장 진출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글상자 5 사우디아라비아 정보통신시장의 외국기업 진출 성공사례: CISCO

글로벌 IT기업 중 하나인 CISCO는 사우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3개의
신도시개발 사업에서 정보통신 인프라의 설계를 수주했다. 이번 수주를 통해
CISCO는 최신 ICT 인프라 기술을 사우디 시장에 도입하는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
할 수 있게 되었다.
CISCO는 유비쿼터스 무선 연결을 구현하는 고성능 광통신으로 연결된 주거시
설 및 빌딩의 설계를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도시 사업에서 스마트 엘리베
이터, 무인 보안, RFID 추적 시스템, 자동교통통제 시스템 등이 현재 구현되는 수
준보다 진일보된 형태로 구현될 예정이다.
CISCO의 신도시 사업 수주에는 두바이 Internet City 프로젝트, 홍콩
Cyborport 프로젝트, 벨기에 I-City 프로젝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력이 중
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CISCO는 프로젝트 수주 활동만 추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에 상당한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점도 사우디 정부에 좋
은 이미지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
CISCO는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Connected Kindom’ 정책 사업에 총 2.6
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NEVERSITY’라는 네크워킹 관련 교육프
로그램을 사우디 공공교육기관과 협력하에 운영하면서 사우디의 기술인력 양성에
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사우디 정부가 외국기업의 투자를 동반한 프로젝트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
어, 우리 기업들도 단순히 프로젝트를 수주해온다는 생각보다는 사우디 정부 및
기업과 서로 이익이 되는 ‘윈윈’ 개념으로 사우디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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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도기업 분석

1) HP(Hewlett Packard)

가) 사업 현황
HP의 주 사업분야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네트워크 하드웨어
등이다. HP는 현재 두바이에 EMEA9)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를 두고 있으며, 사우디 지역에는 13개의 영업점(distributer)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HP의 지역 내 영업에서 사우디아
라비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로 UAE와 더불어 가장 큰 시
장이다. HP 발표에 따르면, 중동 내 다른 시장에 비해 사우디아
라비아 시장에서의 자사 점유율이 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2007년의 실적을 보면, EMEA 전체에서 약 430억 달러의 매출
액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1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HP는 특
히 2007년 1분기 실적이 107억 달러를 기록하여, 자사가 중아지
역에서 분기 매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한 첫 번째 IT 기업이 되
었다고 밝혔다.

9) Europe, the Middle East and Africa의 줄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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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전략
HP는 최근 그래픽, 오디오 기능 등이 대폭 보강된 엔터테인먼
트용 노트북을 잇달아 출시하며 고성능 노트북 시장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오락거리가 많지 않은 지역적⋅문화적
특성과 최근 인터넷 네트워크 여건이 개선되면서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오락문화가 발달하고 있는 점에 착안한 전략으로 평가된
다.
또한 HP는 2003년 데스크톱 조립공장을 사우디에 세워, 이곳
에서 완제품을 조립하여 사우디 시장에 공급하였다. 그러나 최
근 사우디 컴퓨터 시장이 급격하게 노트북 위주로 변화하면서
2008년 데스크톱 조립공정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GCC 관세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기도 하나, 시장여건 변화에 따
라 노트북 시장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HP는 타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지배력 강
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사우디는 지역 SAP 컨설턴트 기업인
Al-Bilad Arabia와의 합작을 통해 대형 SAP

합작을에 대한 컨

설팅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최근 사우디에서 IT
합작을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오일⋅가스 분야에 대한
진출 강화를 위한 조치이다. 또한 HP는 최근 경쟁사이기도 한
Microsoft와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4년으로 합의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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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너십을 통해 양사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솔루션 제공
을 목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사우디 및 주변국d
Ar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작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는 Microsoft의 사우디 리야드 사무실
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양측의 파트너
십 체결이 사우디 시장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Etihad Etisalat(Mobily)

가) 사업 현황
Etihad Etisalat(Mobily)는 2004년 8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두 번
째 GSM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UAE 통신사업자 Etisalat 주도의
컨소시엄은 25년간의 2G 사업승인을 위해 32억 6,000만 달러를
지불했고, 3G 사업승인을 위해서 2억 1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동통신시장에 참여한 이래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온 Mobily는
2008년 말 기준 약 40%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실
적을 보면, 2008년 매출액 28.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7
년 22.4억 달러에서 무려 28% 성장한 수치이다. 순이익 증가율
은 이보다 더 높아, 2008년 전년대비 무려 51.6% 증가한 5.6억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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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Mobily 사우디아라비아 영업 현황
(단위: 백만 명, %)

구분

2007. 3 2007. 6 2007. 9 2007. 12 2008. 3 2008. 6 2008. 9 2008. 12

총 고객수

7.234

8.265

9.620

11.128

12.431

13.757

14.887

15.692

선불요금

6.525

7.430

8.610

9.960

11.126

12.313

13.339

14.060

후불요금

0.709

0.835

1.010

1.168

1.305

1.445

1.548

1.632

시장점유율

33.7

36.1

37.9

39.3

40.6

41.5

42.4

40.8

순 증가분

1.218

1.031

1.355

1.508

1.303

1.326

1.130

0.805

순 증가분
시장점유율

67.4

72.2

54.8

50.6

56.7

53.8

56.5

24.0

자료: BMI(2009).

Mobily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규가입자의 50% 이상을 유
치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여왔으나, 제3 GSM 사업자인 Saudi Zain
이 2008년 하반기 사업에 참여한 이후 4분기 실적이 크게 악화
되었다. 이는 Zain의 서비스 개시에 따라 신규사업자에 대한 소
비자의 관심 제고와 Zain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의한 것으로 분
석된다. 제2 사업자인 STC의 경우에도 순 증가분 시장점유율이
2008년 3분기 43.2%에서 4분기 15.6%로 크게 하락했다. 아직
2009년 실적이 공개되지 않아 이러한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
질 것인지, STC와 Mobily의 시장 지배력이 회복될지 여부는 판
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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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전략
Mobily의 사업전략은 유무선 네트워크의 양적⋅질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무선사업의 경
우 제4 무선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앞두고 서비스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탈 방지를 위해서
는 고객만족도 제고가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한 결과이다.
한편 Mobily는 브로드밴드와 도매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종
합 통신서비스 기업으로 발돋움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는 궁극
적으로 Saudi Telecom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
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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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및 평가

가. 통신시장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신시장은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육성정
책과 신규 통신사업자 승인에 따른 시장경쟁 강화, 이동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 3.5G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브로드밴드 시장 창출 등에 힘입어 중동지역 주요
통신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연간 20~30%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이 사우디 통
신시장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향후 사우디의 유선통신시장은 가입자 감소로 인한 시장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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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약 420만 회선을 기록한
유선통신 가입자 수는 2009년 이후 매년 1~2%씩 감소하여
2013년까지 382만 회선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선전
화 보급률 역시 13.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
우디 유선통신 가입자의 감소는 주로 주택용 가입자의 이탈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전화 보급률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이동통신이 일반 가정의 유선전화 수요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
다. 한편 사업부문 가입자의 유선음성서비스 수요는 비교적 견
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1 유선통신사업자인 STC의 전
통 유선전화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여부
는 불투명하다. 지난 2007년에 유선음성서비스 사업권을 획득한
통신사업자 Ethihad Atheeb Group이 2009년 6월부터 상업서비스
를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Ethihad Atheeb Group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와이맥스(WiMAX)
기반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로 인해 STC
의 PSTN 음성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된다.
최근 5년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사우디 이동통신시장
은 2009년 서비스 가입자 수가 전년대비 약 13% 증가한 4,000
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10) 이에 따라 사우디의 이동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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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사우디아라비아 유선전화 가입자 전망

주: 2008년은 추정치이며, 2009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BMI(2009.Q3).

신 보급률은 150%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향후 사
우디 이동통신시장은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시
장이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
다. 즉, 사우디 이동통신시장은 향후 5년간 시장규모(가입자 수
기준)가 약 30% 확대되어 2013년에는 가입자 수가 5,200만 명에
달할 것이며, 2013년 말에는 이동통신 보급률이 190%에 도달하
여 시장포화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특히 신규사업자인 Zain
10) 이동통신사들이 집계하는 가입자 수에는 서비스가 중단된 선불요금제 회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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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9년 1분기 현재 8~9%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진
입에 성공함에 따라 이동통신시장 사업자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사우디 이동통신시장이 양적 포화국면에 진입함에 따
라 이동통신사들은 3G 등 차세대 통신서비스시장 공략에 주력
하고 있다. 선도업체인 STC는 지속적인 네트워크 확장과 선불형
3G 요금제 도입,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TV 채널과 휴대전화 영
상통화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3G 가입자를 확대하고 있다. Mobily

그림 Ⅳ-5 사우디아라비아 이동전화 가입자 전망

주: 2008년은 추정치, 2009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BMI(2009.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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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3G 가입자 유치를 위해 경주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사우디의 3G 가입자 수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10.5%에 해당하는 360만 명으로 추산된다. 사우디
의 3G 시장은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데, 향후 5년간 3G 가입자
수는 연평균 36%씩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3G 가입자 수
가 2013년에는 1,650만 명을 상회하며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3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는 최근 5년간 인터넷 이용자 수가 매년 30% 내외씩
급증하며 인터넷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보급 확
대와 인터넷 접속비용 및 컴퓨터 가격 하락의 영향이 크다. 이
와 같은 사우디 인터넷 시장의 활발한 성장세는 향후에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인터넷 이용자 수는 전년대비 약
20% 증가한 약 960만 명을 기록하여 인터넷 보급률이 3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인터넷 이용자 수는
매년 10~15%씩 증가하여 2013년 말까지 인터넷 이용자 수는
1,57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사우디의 인터넷 보급률은
57%에 이르게 된다.
한편 인터넷시장 확대와 더불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역시 빠
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초고속인터넷 가입
자 수는 156만 회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13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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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35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12.6%의 보급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8년까지 사우디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제1 통신사업자인
STC가 장악하고 있었으나, 이동통신사업자 Mobily의 초고속인터
넷 시장 진출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2009년 6월에는
유선통신사업자인 Ethihad Atheeb이 WiMAX 기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
입하고 있다. 이제까지 DSL 서비스가 사우디의 초고속인터넷 시
장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향후 WiMAX 서비스의 도입

표 Ⅳ-13 사우디아라비아 인터넷 가입자 전망
(단위: 천 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터넷
사용자

8,069

9,623

11,206

12,802

14,343

15,718

인터넷
보급률

32.5

37.9

43.2

48.3

53

56.9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

1,029

1,556

2,110

2,633

3,103

3,488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4.1

6.1

8.1

9.9

11.5

12.6

주: 2008년은 추정치, 2009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BMI(2009.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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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우디 초고속인터넷 시장 발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WiMAX 서비스를 통해 비용 인하와 더불
어 소비자의 선택폭이 확대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성장
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IT시장

중동지역 IT 소비시장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사우디 IT시장
은 비교적 양호한 경제상황과 오일⋅가스, 금융 및 통신 분야의
인프라 확장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2009년 35
억 달러로 예상되는 사우디의 IT시장 규모는 2013년까지 연 평
균 12%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5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
망된다. 이에 2013년까지 1인당 연간 IT 제품 소비지출액은 200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
으로는 IT 제품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젊은층의 인구비중이 높
다는 점과,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다각화 정책, 통신시장의 경쟁
체제 전환 및 광대역통신의 보급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넓은
맥락으로 보면, 2005년 사우디의 WTO 가입 이후 점차 개방화⋅
경쟁화되고 있는 정보통신시장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7년 새로운 유무선 사업자 허가에 따른 통신시장 개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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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6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시장 SWOT 분석

Strengths
⋅ 복수 SIM 카드 소유자 증가에 따른 휴대전화시장의 빠른 확장(HSBC 보고
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자의 30%가 한 개 이상의 SIM 카드 보유)
⋅ 기존 운영업자들이 이동통신망 강화를 위해 일련의 현대화 계약 체결
⋅ 사우디 정부의 인터넷 시장 투자 확대

Weaknesses
⋅ STC(Saudi Telecom)의 제한된 ADSL 네트워크로 인해 광대역 발달이 지체
⋅ 제3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진출에 따른 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 예상

Opportunities
⋅ 제3 이동통신사업자와 3개의 신규 유선사업자 허가로 기업간 경쟁과 여러 부
문의 성장 촉진
⋅ 3G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 중이며 2007년 말 기준 사용자는 210만 명임.

Threats
⋅ 이동통신 이용 증가에 따라 유선전화 이용자가 크게 줄고 있음.
⋅ 젊은 인구층의 높은 실업률은 이동통신 서비스 성장에 장애로 작용
자료: BMI(2009.Q3).

IT시장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의 연간 컴퓨터 판매량은 약 50만 대로 판매량 기준으
로 중동지역 최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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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웨어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PC, 노
트북, 주변기기 등 하드웨어 시장규모는 2008년 18억 달러로 추
정되며, 2013년까지 26억 달러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
다. 컴퓨터 보급률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통신시
장의 자유화, 광대역통신 보급 확대, 정부의 전자정부 프로젝트
등이 하드웨어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체
컴퓨터 판매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노트북의 판매 증가가 하
드웨어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우디의 컴
퓨터 보급은 아랍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2013년에
는 30%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노트북 시장은 급격한 시장수
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Acer, LG, Samsung 등 아시아 브랜
드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반적인 가격 하락과 함께 수익성
이 악화되는 추세이다. 한편 현재 하드웨어 부문은 사우디 IT시
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기업들의 IT 서비스 및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비중은 차츰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된다.
소프트웨어 시장은 2008년에 약 6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기록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3년까지 연평균 10% 내외의 성장을
이루어 시장규모가 9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
는 현재 중동지역 최대의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산업별로는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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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부문의 수요가 가장 크지만, 화학 등 제조업 분야의 수요
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우디 기업들의 보다 정교한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인터넷 보급률 확대에 따라
보안 솔루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이 소프트웨어 시
장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안 솔루션 전문업체
인 Symantech는 최근 전자제품 유통업체 BDL과 유통계약을 체결
한 바 있다. 현재까지는 대기업이 주요 고객층이나, 무역자유화와
IT 인프라 보급의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계 및
마케팅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우디 IT서비스 시장 규모는 2009년 기준 10억 달러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까지 시장규모가 14억 달러로 확대
될 전망이다. 현재 유지⋅보수 부문이 전체 수요의 1/3을 차지하
고 있으나, 아웃소싱의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분야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호스팅(hosting), 시설관리, 재해복구 등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아웃소싱 계약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우디의
IT 아웃소싱 시장 규모는 2008년 현재 1억 8,000만 달러로 추산
된다. 한편 광범위한 패키지 솔루션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
해 IT서비스 업체들은 합병 또는 서비스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
해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Wipro와 Dar Al-Riyadh
Group이 합작한 Wipro Arabia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관리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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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션과 SI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우디 정부는 전자정부 인프라 개발, 정보사회 구축, 경제다
변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07년 말
사우디 정부는 8억 달러의 예산을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에 할당
하고 모든 부처에 걸쳐 e-정부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
6월에는 2020년까지 IT산업의 경제비중을 GDP 20%로 확대한
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현
재 사우디 정부의 전자서비스 제공률이 33%에 불과한 점을 감
안할 때 여전히 성장여지가 크다.

그림 Ⅳ-6 사우디아라비아 IT시장 성장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주: 2008년은 추정치, 2009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BMI(2009.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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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7 사우디아라비아 IT시장 SWOT 분석

Strengths
⋅중동의 거대시장, 2007년 기준 29억 달러 지출
⋅정교한 IT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성숙한 시장

Weaknesses
⋅경제 자유화 및 개혁을 저해하는 정치적 관성

Opportunities
⋅빠른 경제성장 및 고유가
⋅텔레콤 분야의 자유화 및 경쟁
⋅PC 보급률의 뚜렷한 증가세
⋅사우디 기업들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높은 관심(75% 이상의 제조업, 서비
스업, 무역업 기업들이 ERP 도입 혹은 업그레이드 검토 중)

Threats
⋅기득권 집단의 경제개혁 방해 가능성
⋅유가의 급격한 하락 사태 발생 시 소비에 치명타
자료: BMI(2009.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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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석유화학산업
1/
2/

정책방향 및 육성전략

3/
4/

산업개황

부문별 동향

외국기업 진출 및 선도기업 현황

5/

전망 및 평가

1
산업개황

산

업발전 초기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던 석유화학산업은
1980~90년대 들어 아시아 국가들이 시장에 적극 뛰어

들기 시작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사우디를 중심으로는 하는
중동국가들의 발전이 눈에 띄게 되었다. 특히 사우디는 세계 최
대 원유매장량과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세계 석유화학시
장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급부상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석유화
학제품 생산능력은 8,470만 톤으로 전 세계 석유화학 생산능력
의 66%를 차지하였다. 특히 사우디의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은
4,258만 톤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전체 생산능력의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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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사우디의 주요 석
유화학제품별 생산규모는 에틸렌이 연간 777만 톤이며, 폴리에
틸렌이 연간 408만 톤, 폴리프로필렌이 180만 톤/년, PVC가 40
만 톤/년, 폴리올레핀이 646만 톤/년 등이다. 사우디 석유화학 생
산시설은 대부분 아라비안 걸프에 위치한 주베일 산업도시에 자
리잡고 있다. 주베일 석유화학단지의 생산규모는 사우디 전체
에틸렌 생산의 77%, 폴레에틸렌 생산의 67%, 폴리프로필렌 생
산의 86%를 차지한다.
사우디 석유화학산업은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된다. 세계 최대 원유매장량 보유
국인 사우디는 풍부하고 저렴한 원료와 유럽과 아시아 시장 수
출에 알맞은 지리적 입지,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외국기업의
투자 등을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며 세계적
석유화학 생산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사우디에서 진행 중
인 석유화학 생산설비 확충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완공될 경우,
사우디의 석유화학 생산능력은 현재 수준의 2배 내지 그 이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는 현재 석유화학분야에 대해 외국기업의 단독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활동 중인 외국기업은 SABIC
등 사우디 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사업 진출 및 확장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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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현지 사우디 석유화학산업에는 Shell, Exxonmobil,
Chevron Phillips 등 다국적 석유 및 석유화학 기업들이 사우디업
체와 합작을 통해 진출해 있다.

표 Ⅴ-1 세계 석유화학산업 발전 과정

1980년대
(성장기)

1980년대 말~
1990년대 중반
(도약기)

1990년대
후반 이후
(구조조정기)

구분

1970년대
(개발기)

세계
석유화학

선진국 중심의
석유화학산업

사 업 다 각 ‣Restructuring,
화(고부가 M&A

‣Mega
Competition

산업동향

성장→세계로
확대

가치화)

‣중동
석유화학산업
급성장

‣아시아(중국, 동남아)
석유화학산업 성장

자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홈페이지.

Ⅴ. 석유화학산업｜153

2
정책방향 및 육성전략

가. 정책방향

석유화학산업은 현재 사우디 제조업분야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우디의 대표 제조업으로, 사우디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을 통한 수출상품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2024년까지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첫 번째 계획인 제8차 5개년 계획(2005~09년)에서 석유화학 부
문의 발전 의지를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에 의해 석유화
학 부문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04년 4.1%에서 2009년 7.3%
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와 1.2%로 증가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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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대된다. 또한 2015년까지 석유화학 부문의 연평균 12% 성
장, 연간생산량 1억 톤, 세계 3위의 석유화학 생산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산업 발전은 사우디의 ‘탈석유 및 제조
업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 기조와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률 해
소와 정확히 맞물리고 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 부문 인
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육성책을 내놓고 있다. 페트로라빅 프로
젝트에서는 사우디 공공투자펀드로부터 10억 달러를 차입하였다.

표 Ⅴ-2 석유화학 투자 금액 및 비중(제6~8차 5개년 계획)

석유화학 투자
금액(백만 SR)

석유화학이 차지하는 비중(%)
제조업

비석유부문

전체

46.13

53

9.6

8.8

52.0

55

8.7

7.8

101.5

57

11

9.7

a

6차

(1995~1999)
a

7차

(2000~2004)
b

8차

(2005~2009)

주: 1) a：실제치 b：목표치
2) 비석유부문은 상품생산 부문, 민간서비스 부문, 정부서비스 부문을 의미함.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of Saudi Arabia.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2005년 12월 WTO 가입을 통해 석유
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
다. WTO 가입으로 이 부문에 대한 덤핑문제가 해소되고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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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제8차 5개년 계획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계획안(2005~09년)

지역

생산제품 /생산용량

업체명

• 에틸렌/130만 톤
• 폴리에틸렌/8억 톤
• 에틸렌 글리콜/7억 톤

1

얀부

2

주베일

• 에틸렌 글리콜/62만 5,000 톤

SABIC

3

주베일

• 부탄/13만 톤

PETROCHEMYA

4

주베일

• 메탄올/97만 톤

International Methanol
Company

• 아세트산 500만 톤
• 비닐/27만 5,000 톤

5

• 메탄올/1,800만 톤
6

주베일

• 에틸 벤진/73만 톤

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
Saudi Chevron Phillips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of Saudi Arabia.

시장에서 사우디 석유화학산업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중동국가
들은 WTO 가입 시 석유화학 투자 관련 각종 인센티브 조치나
석유화학 연료로 사용되는 가스에 대한 정부의 가격 결정권 보
유 등에 대한 양허를 받고 있는데, 사우디의 경우 WTO 가입 시
에탄의 장기 고정가격 및 프로판, 부탄 등에 대해 시장가격 대
비 약 30%의 할인율을 적용해주는 가격산정 방식을 지켜냈
다.11) 또한 WTO 가입으로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시장의 수입
11) 문상철(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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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폴리머(PE, PS, PVC, PP)를 중심으로 한
사우디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사우디는 PE, PP, PS에 대해 부과하던 12%의 수입관세를 2008
년까지 8%, 2010년까지 6.5%로 인하하는 한편, 가공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관세도 2010년까지 관세율을 20%에서 6.5%로 낮
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 사우디 당국은 해당 사우디 석유화학업
체들의 이윤폭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석유화학 사업전략

현재 사우디 제조업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
화학산업의 중요성과 사우디가 보유한 석유화학산업 비교우위
를 감안할 때, 사우디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을 자국 제조업 육성
을 위한 주력분야로 선정하고 이 부문의 발전을 위한 정책 드라
이브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우디 정부는 특별히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개별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러나 사우디 석유화학산업은 국영기업 SABIC과 사우디 아람코
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들 선도기업의 사업전략을 통해 사우
디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발전전략을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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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우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전략은 석유와 석유화학 복
합 프로젝트의 추진이다. 사우디는 석유화학과 석유정제시설의
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막대한 석유자원과 석유정
제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대표적인 예는 사우디 아람코와 SABIC이 해외기업들과
의 최근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사우디의 국영석
유공사 사우디 아람코는 Petro Rabigh(The Rabigh Refining &
Petrochemical Co.)를 통해 사업영역을 넓혀 석유화학시장에 뛰어
들었다. 일본계 Sumitomo Chemical Co. Ltd 사와 합작으로 추진
된 이 사업에는 총 103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Rabigh에 위치
한 석유정제시설을 확장하여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복합 콤플렉
스가 건설되었다. 아람코는 이 복합 콤플렉스를 통해 다운스트
림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사우디 민간기업들에 기초 및 중
간재를 공급할 예정이다. Petro Rabigh는 당초 2008년 말 조업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기술적인 문제로 공사기간이 연장되
었으며, 본격적인 생산은 지난 2009년 5월에 시작되었다. 또 다
른 예는 SABIC과 ExxonMobil의 합작사업인 YapetⅡ이다. 총 28
억 달러가 투입된 Yanpet 확장 프로젝트로 건설된 복합 플랜트
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폴리에틸렌 생산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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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의 두 번째 석유화학 육성전략은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서, SABIC을 중심으로 사우디 석유화학업계의 해외진출이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SABIC은 2003년 네덜란드의 Dutch State
Mines(DSM)을 인수하면서 해외진출을 시작하여, 2007년에는 영
국의 Huntsman Petrochemicals를 인수하여 현지에서 에틸렌, 프
로필렌 등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 눈에 띄는 움직임은 General
Electric의

플라스틱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설립한

SABIC

Innovative Products(SIP)이다. 116억 달러가 투입된 이번 인수를
두고 일부에서는 너무 큰 금액이었다는 분석도 있었으나, SABIC
은 GE Plastics 인수를 통해 본격적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범용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아시아 시장과 달리 미국시장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 SABIC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석유화학제품 수출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이 점차 부
각됨에 따라 사우디는 중국시장 진출 확대 및 양자간 협력 강화
에 대단히 적극적이다. 사우디에 있어 중국은 현재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며,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
는 폴리머(polymer) 시장이다. 현재 사우디가 국내에 건설 중인
다수의 석유화학 확충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중국을 중심으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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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으로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SABIC은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직접투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ABIC이 중국에서 석유화학제품을 직접
생산할 경우 SABIC이 보유한 중국 내 소매유통망을 활용하여
중국시장 진출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6월
로이터 통신은 SABIC이 중국 톈진에 위치한 연간 100만 톤 규
모의 에틸렌 생산 플랜트에 대한 투자를 2배 이상 늘릴 것을 검
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SABIC은 연간 60만 톤의 폴리
에틸렌 생산과 40만 톤의 에틸렌 글리콜 생산 등을 위해 중국
국영석유회사 Sinopec과 50:50 합작 프로젝트에 대한 17억 달러
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SABIC과 Sinopec이
하류부문 제품분야로까지 투자협력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이 투자
규모는 4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SABIC은
ExxonMobil, RD Shell, BP 등 서구 오일 메이저 더불어 중국 석
유화학산업의 핵심 투자자로 부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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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동향

가. 생산개황 및 국제비교
2007년 말 기준으로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석유화
학제품 생산능력은 8,470만 톤으로 전 세계 석유화학 생산능력
의 66%를 차지한다. 특히 사우디의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은
4,258만 톤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전체 생산능력의 50%를
넘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전 세계 생산능력의 35%에 달
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사우디의 주요 석유화학제품별 생산규
모는 에틸렌이 연간 777만 톤, 폴리에틸렌이 연간 408만 톤, 폴
리프로필렌이 180만 톤, PVC가 40만 톤, 폴리올레핀이 646만 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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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석유화학 생산비중(2007년)
(단위: 천 톤, %)

국가

생산규모(천 톤)

비중(%)

사우디아라비아

42,585

50.3

이란

17,145

20.2

카타르

9,585

11.3

이집트

3,057

3.6

쿠웨이트

2,133

2.5

UAE

1,441

1.7

기타

8,728

10.3

합계

84,674

100.0

자료: Zawya & Global Research.

대표적 기초 석유화학제품인 에틸렌을 기준으로 세계시장에
서 사우디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8년 현재 사우디는
1,076만 톤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어 세계 3위의 에틸렌 생산
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까지 에틸렌 생산능
력이 현재의 2배 정도 증가하여 2,000만 톤에 육박할 것으로 보
이는데, 이 경우 현재 에틸렌 생산능력 2위인 중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현재 에틸렌 생산 상위 5개국의 향후 5년
간의 생산규모 변화를 보면, 미국⋅일본⋅한국의 경우 생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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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의 변화가 없는 데 반해, 중국과 사우디의 생산규모가 크
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Ⅴ-1 에틸렌 생산 상위 5개국의 생산규모 전망
(단위: 천 톤)

자료: BMI(2009).

사우디의 주요 유전이 사우디 동쪽 해안에 위치한 관계로 석
유화학을 포함한 에너지 하류부문산업 역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
다. 사우디의 초기 석유화학산업은 석유상류부문에서 생산되는
수반가스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목적으로 정부 계획하에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우디 석유화학 생산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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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아라비안 걸프에 위치한 주베일 산업도시에 자리 잡고
있다. 주베일 석유화학단지의 생산규모는 사우디 전체 에틸렌
생산의 77%, 폴레에틸렌 생산의 67%, 폴리프로필렌 생산의
86%를 차지한다. 사우디 정부는 석유화학 생산능력 확대를 위
해 홍해 연안의 얀부와 라비(Rabigh) 지역에 공업도시를 조성하
고 석유화학설비를 확충하였으나, 이들 도시의 생산량은 현재
주베일의 생산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리고 바레
인 사이에 위치한 담맘 지역에도 일부 석유화학 플랜트가 입지
해 있다.

나. 품목별 생산능력 및 프로젝트

1) 석유분해시설

사우디의 석유분해시설(cracker)의 규모를 보면, 2007년 말 기
준 777만 톤으로, 2013년까지 생산능력이 1,830만 톤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사우디는 분해시설 확충을 위해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2007~13년 기간 동안 연평균 22.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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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용량의 석유분해시설을 보유한 업체는 Arabian
Petchem으로, Jubail(1)(2)(3) 분해설비를 통해 2008년 연간 243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뒤를 이어 Yanpet
가 Yanbu(1)(2) 분해설비를 통해 연간 178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
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Sharq, JUPC, Sadaf, YanSap, Petro Rabigh
등 다수의 업체가 2009년 가동을 목표로 석유분해시설 프로젝
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설이 완료될 경우 분해시설의 생산능
력은 각각 13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진 중인
석유분해시설 프로젝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사업은 Petro
Rabigh 프로젝트로, 국영석유기업인 사우디 아람코가 이 사업을
통해 석유화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다.

표 Ⅴ-5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분해시설(cracker) 규모
(단위: 천 톤)

회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Kemya(Saudi
/ExxonMobil)
, Jubail

810

810

810

810

810

810

810

Arabian
Petchem,
Jubail(1)

800

800

800

800

800

800

800

Arabian
Petchem,
Jubail(2)

800

800

800

800

800

8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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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계속

회사

2007

2008

Arabian
Petchem,
Jubail(3)

830

830

960

960

960

960

960

National
Chevron/Phill
ips, Jubail

na

na

na

na

1,200

1,200

1,200

Saudi
Chevron/Phill
ips, Jubail

na

300

300

300

300

300

300

Sipchem

na

na

na

na

1,350

1,350

1,350

Sharq, Jubail

na

na

1,300

1,300

1,300

1,300

1,300

Saudi Kayan

na

na

na

1,350

1,350

1,350

1,350

JUPC, Jubail

1,450

1,450

1,450

1,450

1,450

1,450

1,450

Sadaf(SABIC
/Shell),
Jubail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Yanpet(SABI
C/ExxonMobi
l), Yanbu(1)

860

860

860

860

860

860

860

Yanpet(SABI
C/ExxonMobi
l), Yanbu(2)

920

920

920

920

920

920

920

Yanbu
National
Petrochemic
al(YanSap)

na

na

1,300

1,300

1,300

1,30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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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2011

2012

2013

표 Ⅴ-5 계속

회사

2007

2008

Petro Rabigh

na

na

1,300

1,300

1,300

1,300

1,300

Saudi
Ethylene and
Polyethylene
Co(SEPC)

na

na

1,000

1,000

1,000

1,000

1,000

Arabian
Petchem,
Jubail(4)

na

na

na

na

na

1,300

1,300

7,770

8,070

13,100

14,450

17,000

18,300

18,300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주: 2008년은 추정치이며, 2009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BMI(2009).

2) 에틸렌
2007년 현재 사우디의 에틸렌 생산규모는 연간 777만 톤으로
Petrokemya의 생산규모가 240만 톤/년으로 가장 많다. Petrokemya
는 SABIC의 자회사로 에틸렌 외에도 폴리에틸렌, 프로필렌, 클
로라이드, 폴리비닐, 벤젠, 폴리스티렌, 부티엔, 부타디엔 등 다
양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ExxonMobil과
SABIC의 합작기업인 Yanpet이 약 180만 톤/년의 생산규모를 보
여주고 있다.
사우디에서는 현재 연간 1,260만 톤을 상회하는 에틸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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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확충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시장 선도기업인 Petrokemya
가 약 230만 톤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
어 Sipchem과 Saudi Kayan Petrochemical이 각각 연간 135만 톤의
에틸렌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외에 약 760만 톤/
년의 에틸렌 생산 프로젝트가 2011년까지 조업 예정이다.

표 Ⅴ-6 사우디아라비아 에틸렌 생산규모(2007년)
(단위: 톤)

회사

위치

생산규모

Al-Jubail Petrochemical Co
(Kemya)

Jubail

810,000

Arabian Petrochemical Co
(Petrokemya)

Jubail

800,000

Arabian Petrochemical Co
(Petrokemya)

Jubail

800,000

Arabian Petrochemical Co
(Petrokemya)

Jubail

830,000

Jubail United Petrochemical
Co (JUPC)

Jubail

1,450,000

Jubail

1,300,000

Saudi Yanbu Petrochemical
Co (Yanpet)

Yanbu

860,000

Saudi Yanbu Petrochemical
Co (Yanpet)

Yanbu

920,000

Saudi Petrochemical Co
(Sadaf)

자료: BMI(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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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사우디아라비아 에틸렌 프로젝트
(단위: 톤)

회사

위치

규모

조업(예정)
시기

Arabian Petrochemical Co
(Petrokemya)

-

960,000

Q1 2009

Arabian Petrochemical Co
(Petrokemya)

-

1,300,000

2012

Eastern Petrochemical Co
(Sharq)

Jubail

1,300,000

Q3 2008

Jubail Chevron Phillips Co (JCP)

Jubail

300,000

Q1 2008

National Chevron Phillips (NCP)

-

1,200,000

2011

Rabigh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
(Petro-Rabigh)

Rabigh

1,300,000

H1 2009

Ras Tanura Integrated
Petrochemical Co

Ras
Tanura

1,200,000

2014

Saudi Aramco/SABIC

Yanbu

2015

Saudi Ethylene and Polyethylene
Co (SEPC)

-

1,000,000

Q4 2008

Saudi International Petrochemical
Co (Sipchem)

-

1,350,000

2010-11

Saudi Kayan Petrochemical Co

-

1,350,000

2010

Yanbu National Petrochemical Co
(YanSab)

Yanbu

1,300,000

2009

자료: BMI(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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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폴리에틸렌

2007년 현재 사우디의 폴리에틸렌 생산능력은 연간 408만 톤
으로, Yanpet이 Yanbu 지역에서 약 140만 톤/년 규모의 폴리에
틸렌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Kemya가 107만
톤, Petokemya가 90만 톤, Sharq가 75만 톤으로, 그 뒤를 잇는
Yanpet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폴리에틸렌 생산은 사우디의
최대 석유화학 공업도시인 주베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Ⅴ-8 사우디아라비아 폴리에틸렌 생산규모(2007년)
(단위: 톤)

회사

제품

위치

생산규모

Arabian Petrochemical Co
(Petrokemya)

HDPE

Jubail

450,000

Saudi Yanbu Petrochemical Co
(Yanpet)

HDPE

Yanbu

960,000

Al-Jubail Petrochemical Co
(Kemya)

LDPE

Jubail

220,000

Al-Jubail Petrochemical Co
(Kemya)

LLDPE

Jubail

850,000

Arabian Petrochemical Co
(Petrokemya)

LLDPE

Jubail

450,000

Eastern Petrochemical Co
(Sharq)

LLDPE

Jubail

750,000

Saudi Yanbu Petrochemical Co
(Yanpet)

LLDPE

Yanbu

400,000

자료: BMI(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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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사우디의
폴리에틸렌 생산능력은 연간 450만 톤 이상 확충될 것으로 예상
된다. 세부적으로는 HDPE가 150만 톤 이상, LDPE가 73만 톤
이상, LLDPE가 225만 톤 이상 생산능력이 증가하게 된다. 기업
별로는 Saudi Kayan Petrochemical이 100만 톤 이상의 규모의 프
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Yansab(90만 톤), Sharq(80만 톤), SEPC(70
만 톤), Petro-Rabigh(60만 톤)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표 Ⅴ-9 사우디아라비아 폴리에틸렌 프로젝트
(단위: 톤)

제품

위치

규모

조업(예정)
시기

Eastern
Petrochemical Co
(Sharq)

HDPE

Jubail

400,000

Q3 2008

National Chevron
Philips (NCP)

HDPE

Rabigh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 (Petro-Rabigh)

HDPE

Saudi Ethylene and
Polyethylene Co
(SEPC)

HDPE

300,000

H1 2009

Saudi Kayan
Petrochemical Co

HDPE

400,000

H2 2008

Yanbu National
Petrochemical Co
(YanSab)

HDPE

400,000

2010

회사

2011

Rabigh

Yanbu

Post-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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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9 계속

제품

Rabigh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 (Petro-Rabigh)

LDPE

Saudi Ethylene and
Polyethylene Co
(SEPC)

LDPE

400,000

H2 2008

Saudi Kayan
Petrochemical Co

LDPE

325,000

Q1 2010

Arabian
Petrochemical Co
(Petrokemya)

LLDPE

Jubail

450,000

2012

Eastern
Petrochemical Co
(Sharq)

LLDPE

Jubail

400,000

Q3 2008

Rabigh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 (Petro-Rabigh)

LLDPE

Rabigh

250,000

H1 2009

Rabigh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 (Petro-Rabigh)

LLDPE

Rabigh

350,000

H1 2009

Saudi Kayan
Petrochemical Co

LLDPE

300,000

2010

Yanbu National
Petrochemical Co
(YanSab)

LLDPE

500,000

2009

자료: BMI(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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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규모

조업(예정)
시기

회사

2009

Yanbu

4) 폴리프로필렌
2007년 현재 사우디의 폴리프로필렌 생산능력은 연간 180만
톤으로, SABIC이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Ibn Zahr의 생산
능력이 64만 톤/년으로 가장 많다. 2008년에 완료된 생산확충
프로젝트까지 포함할 경우 Ibn Zahr의 폴리프로필렌 생산능력은
약 110만 톤/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우디에서는 현재 약 300만 톤/년에 달하는 폴리프로필렌 생
산능력 확충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상당수 프로젝트가 조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Petro Rabigh의 70만 톤/년 폴

표 Ⅴ-10 사우디아라비아 폴리프로필렌 생산규모(2007년)
(단위: 톤)

회사

위치

생산규모

Advanced Polypropylene Co(APPC)

주베일

450,000

Saudi Polyolefins Co(SPC)

주베일

450,000

Saudi Yanbu Petrochemical Co(Yanpet)

주베일

260,000

Saudi-European Petrochemical Co
(Ibn Zahr)

주베일

320,000

Saudi-European Petrochemical Co
(Ibn Zahr)

주베일

320,000

자료: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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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로필렌 플랜트 조업예정 시기는 2008년 4/4분기에서 2009
년 1/4분기로 지연되었고, Yansab 복합단지 역시 2009년으로 연
기되었다. 한편 Saudi Polyolefin이 2009년에 조업을 목표로 주베
일에 25만 톤/년의 생산규모의 폴리프로필렌 플랜트를 건설 중
이다. 또한 LyondellBasell과 Sahara Olefins의 합작회사인 Al-Waha
Petrochemical가 추진하는 46만 톤/년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
이다.

표 Ⅴ-11 사우디아라비아 폴리프로필렌 프로젝트
(단위: 톤)

회사

위치

규모

조업(예정) 시기

Al-Waha Petrochemical Co

Jubail

450,000

Q1 2009

Rabigh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
(Petro-Rabigh)

Rabigh

700,000

H1 2009

450,000

Q4 2009

Saudi Kayan Petrochemical Co
Saudi Polyolefin Co (SPC)

Jubail

-

Q1 2009

Saudi European Petrochemical
Co (Ibn Zahr)

Jubail

500,000

Q3 2008

Teldene

Yanbu

420,000

H1 2008

Yanbu National Petrochemical
Co (YanSab)

Yanbu

400,000

2009

자료: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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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유화학 관련 수출입 동향

1) 수출
사우디의 석유화학산업 관련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말 기준 약 13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5~07년 2년간 각각
연 16.9%, 10.5%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우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 수준에 불과하다. 세부적
으로는 유기화학제품과 기초 형태의 플라스틱제품이 전체의
표 Ⅴ-12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산업 관련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품목
유기화학제품
(Organic chemicals)
비료(Fertilizers)
플라스틱(기초 형태)
(Plastics in primary form)
플라스틱(비기초 형태)
(Plastics in non-primary form)
화학 물질 및 제품
(Chemical material and products)
계
전체 수출

2005년

2006년

2007년

4,763

4,993

5,659

638

669

1,137

4,299

4,627

5,484

251

273

384

98

142

298

10,049

10,704

12,962

180,571

211,024

233,174

자료: 사우디 경제계획부.

Ⅴ. 석유화학산업｜175

86%를 차지하며, 비료제품이 8.8%, 비기초 형태의 플라스틱 제
품이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수입
사우디에서 수입의 경우 2007년 약 40억 달러를 기록하여 수
출의 1/3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05~06년에 19%, 2006~ 07년
25.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07년 기준 사우디 전체 수입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불과하다. 세부적으로는 유기화학제
품, 화학물질 및 제품의 수입이 전체 관련 수입의 63.9%를 차지
하고, 플라스틱의 수입은 총 34.3%를 기록했다.
표 Ⅴ-13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산업 관련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품목
유기화학제품
(organic chemicals)
비료(Fertilizers)
플라스틱(기초 형태)
(plastics in primary form)
플라스틱(비기초 형태)
(Plastics in non-primary form)
화학 물질 및 제품
(chemical material and products)
계
전체 수입
자료: 사우디 경제계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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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006년

2007년

779

941

1,259

56

62

73

708

758

923

324

361

438

798

1,049

1,278

2,665

3,171

3,971

59,463

69,707

90,157

4
외국기업 진출 및 선도기업 현황

가. 외국기업 진출 현황

저렴한 원료공급, 우호적인 투자환경, 유럽 및 아시아 시장 수
출에 유리한 입지조건 등으로 사우디 내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 진출은 활발한 편이다.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통계는 알 수 없으나, 사우디 제조업에서 석유화학산업의
비중이 높음을 감안할 때 외국기업의 투자도 대부분 석유화학산
업에 치중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진출기업은 Shell,
ExxonMobil, Chevron Phillips 등 다국적 석유 및 석유화학 기업들
로 석유 및 가스 분야에 동반 진출하여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Ⅴ. 석유화학산업｜177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사우디는 현재 석유화학분야에 대해 외국기업의 단독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활동 중인 다국적기업은
SABIC, 사우디 아람코 등 사우디 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사업 진출 및 확장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Shell과 사우디
아람코의 합작기업인 Saudi Petrochemical Company(Sadaf)와 사우
디 및 GCC 민간자본의 합작으로 설립된 Saudi Inter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SIPCHEM) 등이다.

1) Royal Dutch Shell

Shell은 SABIC과의 합작을 통해 Saudi Petrochemical Company
(Sadaf)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분은 양측이 50%씩 소유하고 있다.
생산규모는 에틸렌 110만tpa12)(단일 생산자로는 세계 최대 규
모), 스티렌 11만tpa, 에틸렌 염화물(chloride) 84만tpa, MTBE 70
만tpa, 가성(caustic) 소다 67만tpa, 에탄올 30만tpa 등이다. 2005
년 5월 Sadaf는 생산규모를 60% 확대하기 위해 세계적인 규모의
스티렌 플랜트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Shell은 또한 사우디 아람코와 50:50으로 Saudi Arabia Shell
12) tpa=tons per an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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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inery Company(SASREF)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주베일에 위
치한 SASREF는 나프타, 연료유(fuel oil), 가스유(gas oil), 벤젠, 유
황 등을 생산하며, 생산의 90%가 해외로 수출되고 10%만이 내
수에 활용되고 있다.

2) ExxonMobil

ExxonMobil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지
금까지 약 50억 달러를 사우디에 투자했으며, 현재 사우디 아람
코, SABIC과 여러 합작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
으로 Yanpet(Saudi Yanbu Petrochemical Company)와 Kemya(Al
Jubail Petrochemical Comapny)를 들 수 있다.
Yanpet은 ExxonMobil과 SABIC의 합작(최초에는 Mobil과
SABIC의 JV)기업으로 양 기업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세계 최대의 PE 생산 플랜트를 운영 중으로, 160만
tpa 이상의 에틸렌과 200만tpa 이상의 파생 제품을 생산하고 있
다. Kemya 또한 ExxonMobil과 SABIC의 50:50 합작기업(최초에
는 Exxon과 SABIC의 JV)으로 에틸렌, 폴리에틸렌, 프로필렌 등
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의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ExxonMobil은 SABIC과의 합작기업인 Yanpet과 Kemya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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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발전시키기 위한 잠재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SABIC과 공동 연
구 중에 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사우디의 저렴한 원료의 활용
을 통해 성장하는 국내 및 국제 시장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3) Sipchem

Sipchem은 사우디, 쿠웨이트, UAE 등 GCC 국가 민간투자가들
의 합작자본에 의해 1999년 설립된 석유화학기업이다. 현재 주
베일 산업도시에 위치하며, 100만 평방미터 규모의 화학생산단
지를 운영하고 있다. Sipchem은 화학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을 모
두 생산할 계획인데, 먼저 첫 단계로 100만tpa 규모의 메탄올 플
랜트와 7만 5,000tpa 규모의 Butanediol(BDO) 플랜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Sipchem은 아세틸 생산단지를 주베일 산업도시에 건
설이며, 이 생산단지는 34.5만tpa의 Carbon monoxide, 46만tpa의
Acetic acid, 33만tpa의 VAM 생산시설과 수출 파이프라인, 저장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공사는 2006년에 착공되었으며, 2009년
완공 예정이다.
또한 Sipchem은 2006년 11월에 올레핀 콤플렉스에 대한 계획
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생산단지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생산하
는 올레핀 분해시설과 다양한 종류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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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합 플랜트로 구성된다. 2013년 이 생산단지가 완료되면,
Sipchem은 500만 톤 이상의 석유화학 및 기타 화학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006년 Sipchem의 순수익은 4억 9,400만 사우디리얄인데, 이
는 전년대비 무려 52%가 성장한 수치이다. 같은 해 Sipchem의 자
산은 총 530억 사우디리얄로 평가되며, 2005년과 비교하여 20.5%

글상자 8 사우디 석유화학산업의 외국기업 진출 성공사례:

Rabigh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y
일본의 Sumitomo Chemical Company는 2005년 사우디 아람코와 합작을 통
해 Rabigh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y를 설립하였다. 사우디 아람
코는 10여 년 전 제다에서 165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Rabigh 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평가했다. 홍해 연안에 위치하고 인근에 항구를 둔 Rabigh 정제소는 풍
부한 원료공급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료가 대체로 저부가가치의 석유파생제
품으로 생산되어 정제소 자체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었다. 이에 일본의 석유화학
대표기업이자 세계 석유화학 선도기업인 Sumitomo Chemical은 자사의 최신 기
술 및 전문지식을 통해 사우디 아람코의 Rabigh 정제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이후 Sumitomo Chemical과 사우디 아람코는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25억 달러를 조
달하여 Rabigh의 생산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합작투자사(JV)를 설립하였다.
Sumitomo Chemical의 기술력과 Rabigh 정제소의 저렴한 원료공급 및 운송
에 유리한 입지조건이 결합한 Rabigh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y은
2008년 생산을 개시하여 17.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현재도 확장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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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다. 영업이익은 72%가 증가한 7억 7,300만 사우디리얄을
기록했다. 이러한 사업호조는 주요 제품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생산 및 판매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Sipchem의
2007년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2억 5,030만 사
우디리얄을 기록해, 전년과 비교하여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으
나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출액은 7억 100만
사우디리얄, 영업이익은 4억 1,100만 사우디리얄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26%, 28.4% 증가했다.

나. 선도기업 분석: SABIC

1) 사업 현황

사우디의 석유화학산업은 국영기업인 SABIC(Saudi

Basic

Industries Corporation)이 주도하고 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 내
최대 비석유(non-oil)기업인 SABIC은 석유 및 가스 분야의 사우
디 아람코와 마찬가지로 사우디 석유화학시장에서 절대적인 비
중을 차지한다. SABIC은 기초화학제품, 중간재, 폴리머(polymer),
비료, 금속 등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또한 SABIC은 사우디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석유화학시장에서도 주요 기업 중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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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다. 현재 SABIC의 생산규모는 사우디 전체의 53.9%, MENA
지역의 28.4%에 달하며, 전세계적으로는 18.7%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SABIC에는 총 21개의 석유화학 계열사 및 자회사가 있으며,
이들 기업을 통해 폭넓은 범위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
다. 국내사업을 살펴보면, 주베일과 얀부 지역에 총 19개의 세계
적 규모의 콤플렉스로 구성된 생산단지를 두었으며, 이들 중 일
부는 ExxonMobil, Shell, Mitsubishi Chemical 등 다국적 파트너와
합작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 생산규모는 2001년 2,700만 톤
규모에서 2006년 4,900만 톤으로 확대되었다.
SABIC의 해외사업은 각 지역별 SABIC의 자회사들에 의해 운
영된다. 유럽 대륙은 SABIC Europe가 운영을 맡고 있고, 미국에
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관할하는 SABIC America를 두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는 SABIC Asia Pacific Ltd는 아시아
지역 전체를 담당하며, 중동지역에 대해서는 사우디 리야드에
위치한 SABIC의 본사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이집트 카이로에 위치한 SABIC의 판매 오피스가 통제
하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저장시설은 남아프리카의 Durban에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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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SABIC의 연대별 발전과정

자료: SPIF(Saudi Public Investment Fund), 문상철(2009) 재인용.

2) 사업전략

2007년 3월 SABIC의 이사회는 해외확장 계획을 포함한 회사
의 2020 성장계획을 승인했다. SABIC은 사우디에서의 원료공급
제한이 회사 성장에 주요 제약이 되며,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해외기업 인수 및 합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SABIC은 2003년 네덜란드 기업인 DSM을 인수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회사의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생산규모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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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2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07년에는 영국계 기업인
Huntsman Petrochemicals를 인수했다. Hunsman의 생산규모는
86.5만 톤의 에틸렌, 40만 톤의 프로필렌, 130만 톤의 방향제
(aromatics) 등이다.
SABIC은 또한 2007년에 GE Plastics를 인수했다. SABIC은 이
를 위해 116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이러한 입찰금액은 경쟁자들
에 비해 훨씬 높은 금액이었다. GE Plastics의 2006년 매출규모는
66억 달러로, SABIC은 이번 인수를 통해 총 수입이 300억 달러
를 초과하는 플라스틱 및 포장 분야의 주요 선도기업이 되면서,
미국시장 본격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SABIC은 동남아시아 지역이 석유화학제품의 주요 수요
처로 부상하면서 2010년까지 대동남아 매출액이 2배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SABIC
은 생산시설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 투자
규모는 8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투자를 통
해 생산규모는 2004년 4,300만tpa에서 2008년 6,000만tpa로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유화학제품 수출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이 점차 부
각됨에 따라 SABIC은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직접투자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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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년 6월 로이터 통신은
SABIC이 중국 톈진에 위치한 연간 100만 톤 규모의 에틸렌 생
산 플랜트에 대한 투자를 2배 이상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SABIC은 연간 60만 톤의 폴리에틸렌 생산과
40만 톤의 에틸렌 글리콜 생산 등을 위해 중국 국영석유회사
Sinopec과의 50:50 합작 프로젝트에 17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
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SABIC의 새로운 계열사인 Yansab(Yanbu 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의 석유화학 플랜트가 건설 중에 있다. 이
플랜트가 완공되면 400만 미터톤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생산이
가능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SABIC은 국가발전계획에 기여하는
한편,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
다.

글상자 9 SABIC의 주요 해외기업 인수활동

⋅유럽 DSM, Huntsman Petrochemical Operations 인수
⋅미국 GE Plastics 인수
⋅러시아와 독일의 플랜트 인수 검토 중
⋅폴리스티렌 플랜트 건설을 위해 터키 Baser Petrokemya와 합작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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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0 SABIC의 사업환경 SWOT 분석

Strengths
⋅세계 11위의 석유화학 생산기업이자, 중동 최대의 비석유산업 기업
⋅올레핀, 중간재, PVC, 비료, 금속 등 다양한 범위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
⋅사우디의 세계 1위 및 4위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통해 저렴한 원료
공급 가능
⋅유럽 및 아시아 시장 모두 접근이 유리한 수출기지로서 지리적 이점
⋅사우디 아람코를 통해 저렴한 재료 조달 가능

Weaknesses
⋅생산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 시장으로 공급되고 있어 아시아 시장에 대한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임. 아시아 시장의 수요 감소 시 타격 예상
⋅사우디의 국내 치안 악화 시 전략적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

Opportunities
⋅지속되는 석유화학제품의 높은 가격
⋅지역 다변화 추진
⋅사우디 정부는 시설 확장 및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원
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들과 SABIC 간의 합작사업이 늘어날
전망

Threats
⋅경쟁 격화 및 늘어나는 신규 프로젝트가 SABIC의 지배적 위치 위협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한 테러공격으로 SABIC과의 합작사업 매력 감소

자료: BMI(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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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및 평가

사

우디 석유화학산업은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
로도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된다. 세계 최대 원유매장

량 보유국인 사우디는 풍부하고 저렴한 원료와 유럽과 아시아시
장 수출에 알맞은 지리적 입지,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외국기
업의 투자 등을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며 세
계적 석유화학 생산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과거 석유화학 순수입국이던 사우디가 100개국 이상으로 수
출하는 석유화학시장의 주요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
으로 크게 네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절대적인 자원 보
유량이다. 사우디는 원유매장량 세계 1위, 가스매장량 세계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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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저
렴하게 조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우디 석유화학기업들은 다
른 국가에 비해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표 V-14］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우디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석유
화학제품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유리한
원료조달 조건과 관련하여, WTO에서도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
로 하는 낮은 가격은 보조금에 속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사우디
의 저렴한 원료 공급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둘째 요인은 소비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성이다. 저렴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면 제품의 가격경쟁
력과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우디를 비롯한 중
동지역 석유화학업체들은 유럽 대륙과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여타 대륙의 석유화학업체에 비해 탁월한 시장접근성을 향유할
수 있다. 중동에서 중국으로의 물류비용은 톤당 22달러, 서유럽
으로의 물류비용은 톤당 34달러로 추산된다. 만약 중동 석유화
학업체가 HDPE를 톤당 30달러 수준의 물류비로 서유럽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면, 중동 업체는 서유럽 현지업체에 비해 톤당
500달러 수준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요인은 규모의 경제 달성과 기술력 확보이다. 저렴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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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사우디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대
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 생산설비
확충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완공될 경우 사우디의 석유화학 생산
능력은 현재 수준의 2배 내지 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장치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사우디 석유화학산
업은 원가우위를 극대화하고 있다. 기술 측면에서 볼 때, SABIC
은 1980년대부터 ExxonMobil, Shell, Mitsubishi 등 선진기업들과
의 합작을 통해 석유화학단지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력
과 자본을 전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한 것
으로 평가된다. 선진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및
PE, PP의 생산 역량을 빠르게 학습한 사우디는 다양한 범용 석
유화학제품 군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혼합원료 기반의
PetroKemya #2 및 IBN RUSHD 방향족 콤플렉스를 자체 역량으
로 완공시킨 바 있다.13)
마지막으로 국가기간산업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한 사우디 정부의 노력 또한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평가된다. 사
우디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 건설에 적극
나서고, 금융⋅세계⋅노동 등의 분야에서 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World Bank의 2009년 세계기업환경
13) 문상철(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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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Business 2010) 평가에서 사우디가 세계 13위의 우수한 평
가를 받은 것도 사우디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산
물로 볼 수 있다.

표 Ⅴ-14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제품별 총수익(Gross Margin)

구분

2008E

2009E

2010E

2011E

Ethylene

평균

평균

평균

평균

Propylene

평균

평균

평균

평균

MTBE

낮음

낮음

낮음

낮음

Styrene

평균

높음

높음

높음

Benzene

높음

높음

높음

높음

Paraxylene

낮음

낮음

낮음

낮음

Mono Ethylene Glycol

평균

평균

평균

낮음

Di Ethylene Glycol

평균

평균

평균

평균

Teri Ethylene Glycol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낮음

낮음

낮음

낮음

Ethylene Di Chloride

높음

높음

높음

높음

Caustic Soda

낮음

낮음

낮음

평균

Purified Terephthalic
Acid(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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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4 계속

구분

2008E

2009E

2010E

2011E

Vinyl Chloride
Monomer(VCM)

평균

평균

평균

평균

Polyethylene

평균

평균

평균

평균

Polypropylene

평균

평균

평균

평균

Polyvinyl Chloride(PVC)

높음

높음

높음

높음

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PET)

높음

높음

평균

평균

Polystyrene(PS)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주: 높음=50% 이상, 평균=20~50%, 낮음=20% 미만.
자료: Global Investment House(2009).

그러나 사우디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과제들도 있다. 사우디
석유화학산업은 극단적 수출지향 산업인 관계로 해외시장의 수
급여건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세계 석유화학산업
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시장여건이 중요한데, 중국의 석유화
학시장은 자국 내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능력 확충으로 수입물량
이 감소하면서 이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중
국의 에틸렌 수입량은 약 1,35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2013년까
지 에틸렌 수입량이 889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처럼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수입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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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사우디가 대체시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석유화학 업
체들의 실적 둔화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의 여파로 세계 석유화학시장이 단기적으로 초과공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사우디 석유화학산업은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사우디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또 다른 현안은 에탄 원료의
공급 감소이다. 사우디 업체들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
3

3

는 에탄을 백만m 당 0.75달러에 공급받아왔다. 백만m 당 약 8달
러 수준인 미국의 에탄 공급가격과 비교하면 사우디 석유화학
업체들은 절대적인 원가우위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유화학의 주요 원료인 에탄의 이용가능량이 감소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우디에서 현재 건
설 중인 신규 석유화학설비가 완공될 경우 사우디의 가스생산량
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신규설비에 공급할 에탄 연료의 수급
차질이 예상되는 것이다. 이는 대체원료 사용에 따른 설비변경
이나 수익성 문제를 야기해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Petro rabigh 프로젝트의 경우 초기 건설비용
을 43억 달러로 책정하였으나, 이후 1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주베일의 Ineos-Delta 프로젝트는 2011년까지
연간 120만 톤의 에틸렌 생산능력 확충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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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및 자본 조달의 문제로 2007년 말에 사업이 보류된 바 있
다.
현재 사우디에서 추진 중인 석유화학 생산설비 프로젝트가 예
정대로 완료된다면 향후 사우디의 석유화학 생산능력은 큰 폭으
로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현재 사우디의 석유정제능
력은 253만 b/d로 추정되는데, 2013년에는 350만 b/d로 약 40%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연간 807만 톤으로 추정되는 에틸렌
생산능력은 2013년까지 연 1,83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전
망이다. 폴리에틸렌 생산능력은 2008년 현재 연 588만 톤으로
추정되며 2013년까지 연 855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폴리프로필렌 생산능력은 2008년 연 221만 톤에서 2013년 연
524만 톤으로 증가하고, PVC의 생산능력은 연 40만 톤에서 연
85만 톤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그리고 2008년 연간 867만 톤으
로 추정되는 폴리오일핀의 생산능력은 2013년까지 연 1,518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경제 여건 및 중국
석유화학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지연 내지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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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5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산업 관련 주요 지표 현황 및 전망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0,413

10,900

11,150

11,300

11,500

11,780

12,200

2,153.6

2,218.2

2,284.7

2,353.3

2,423.9

2,472.3

2,558.9

0.0

0.0

0.0

0.0

0.0

0.0

0.0

8,259.4

8,681.8

8,865.3

8,946.7

9,076.1

9,307.7

9,641.1

가스생산(bcm)

75.9

78.9

82.1

83.1

89.4

96.2

103.9

가스소비(bcm)

75.9

78.9

82.1

83.1

89.4

96.2

103.9

정제(Refining)
생산용량(000b/d)

2,100

2,530

2,530

2,630

3,430

3,430

3,500

에틸렌 생산용량
(000tpa)

7,770

9,370

13,100

14,450

17,000

18,300

18,300

PE 생산용량
(000tpa)

4,080

5,880

7,080

8,105

8,105

8,555

8,555

PP 생산용량
(000tpa)

1,800

2,210

3,120

4,720

4,720

5,245

5,245

PVC 생산용량
(000tpa)

405

405

405

855

855

855

855

PS 생산용량
(000tpa)

175

175

175

175

175

525

525

6,460

8,670

10,780

13,855

13,855

15,180

15,180

석유생산
(000b/d)
석유소비
(000b/d)
석유수입
(000b/d)
석유수출
(000b/d)

총 폴리올레핀
생산(000tpa)

주: 2008년은 추정치이며, 2009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BMI(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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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1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산업 SWOT 분석

Strengths
⋅세계 최대 석유매장량, 풍부한 가스 보유로 석유화학산업의 원료 조달이
저렴하고 용이
⋅사우디 정부 외국기업의 합작투자(Joint Venture) 장려
⋅2011년까지 원유 정제시설 확장으로 새로운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대한
자재 조달 용이
⋅유럽 및 아시아 수출을 위한 입지조건 우수, 중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

Weaknesses
⋅지나친 정부간섭으로 외국기업의 단독투자 불가
⋅건설비용 증가에 따라 프로젝트 비용 상승

Opportunities
⋅2011년까지 700억 달러가 석유화학분야에 투자될 예정
⋅2012년까지 에틸렌 생산용량 1,967만tpa로 확대 예정
⋅2011년까지 폴리프로필렌 생산용량 355만tpa로 증가 예정
⋅새로운 석유화학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 수출에 적합한 입지조건

Threats
⋅중국의 경기하강은 사우디 수출에 부정적 영향
⋅치안조건 악화 시 외국인투자 감소
⋅석유화학시설은 주요 테러 대상에 해당
⋅주요 생산원료인 에탄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

자료: BMI(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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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환경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매력도는 제반 여건상 다른 나라에 비
해 크게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동지역 중심 국가로서의
지리적 이점과 인구의 약 1/3을 차지하는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
각종 인센티브 혜택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우디는
에너지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중심
으로 한 비석유산업 육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
서 사우디의 외국인투자는 자국의 산업발전과 기술이전, 인력개
발, 민간부문 활성화, 수출기여 등에 기준을 두고 승인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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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사우디 정부는 자국의 제조업 발전을 위해 2006년 12월
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1단계 조치로 자동차, 금속
가공, 건설자재, 포장, 전기전자 부문을 5대 산업 클러스터로 지
정하고 이 부문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화하였다. 이에 일정 투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세금면제, 일부 투자자금에 대
한 무이자 대출, 생산목적의 원자재 및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투자자의 자본금, 배당수
익, 영업활동 경비의 송금 및 환전 등 외환거래에 대한 제약은
없다. 또한 사우디의 사업환경이 중동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
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사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10)
에 따르면,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사우디의 기업환경 수준은 조
사대상 181개국 중 13위로 평가되어 사우디의 사업환경이 전반
적으로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사우디에 대한 세계은행의 사업환
경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창업,14) 소유권 등기, 투자자 보호, 납
세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유권 등기의 경우 사우디는 세계 1위(한국 7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납세는 세계 7위(한국 49위), 창업은 13위(한국 53위)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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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약 이행과 고용 및 해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납세
등은 외국인투자의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사우디의 계약
이행 수준은 전 세계 140위(한국 5위)를 기록해 세계 최하위 수
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발주 공사에서는 공사계약 및
집행 시 국제관행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
다.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추가 경비 불인정 등은 상례화된 상
태이며, 발주처와의 법적 분쟁 시 이슬람법 및 관행을 들어 외
국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한편 고용 및 해고 수준은 73위(한국 150위)를 기록하였다. 사
우디 정부는 자국민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우디인 의
무고용제도(Saudization)를 시행하고 있다. 사우디 현지인들은 제3
국 인력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임금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정부는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사우디 인을 고용하도
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현지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세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
우디 자국민이나 GCC 회원국 국민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되
고 2.5%의 종교세만 부과되나, 외국인의 경우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사우디는 외국인투자를 원칙적으로 장려하지
만 각종 인센티브는 사우디 현지기업의 25% 이상의 지분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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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합작투자에 한해 제공된다. 또한 외국인은 토지소유 및 유
통사업 등에 제한이 따른다.
한편 사우디는 우리나라와 2002년에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
였으며, 2007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표 Ⅵ-1 사우디아라비아 및 주변국의 기업환경 순위(2009년)

구분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한국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종합순위

13

15

33

47

61

52

19

23

창업

13

31

44

118

137

134

53

113

허가 취득

33

39

27

54

81

83

23

23

고용 및 해고

73

70

50

45

24

27

150

149

소유권 등기

1

1

7

7

89

83

71

65

융자

61

59

71

68

87

84

15

12

투자자 보호

16

15

119

114

27

25

73

70

7

7

4

4

11

9

49

45

교역 절차

23

18

5

13

109

107

8

12

계약 이행

140

138

134

135

113

114

5

7

60

60

143

143

69

69

12

12

납세

폐업

주: 전 세계 183개국이 평가대상이며, 규제수준이 높을수록 순위가 낮아짐.
자료: World Bank(2009), “Doing Busin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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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출환경
사우디의 수입시장 규모는 최근 연간 두 자릿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약
300억 달러 수준이던 사우디의 수입금액은 고유가가 본격화된
2003년 이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약 20%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3년 약 380억 달러
수준이던 사우디의 수입시장 규모가 2005년에는 550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에는 무려 1,01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고
유가에 따른 오일 특수에 힘입어 에너지 플랜트 설비투자와 각
종 부동산개발로 원자재 및 자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소
득수준 향상으로 소비재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세계 금융위기로 사우디 수입시장 역시 영향을 받아 2009
년 수입금액은 2008년 대비 17% 감소한 840억 달러에 머물렀
다. 그러나 향후 세계경제 회복 전망과 이에 따른 석유수요 확
대가 예상되어 2010년부터 사우디 수입시장은 점진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예측기관인 Global Insight에 따르면, 사
우디의 2010년 수입시장 규모는 93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
되는데, 향후에도 수입시장은 꾸준히 확대되어 2013년에는 약
1,3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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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시장 규모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Global Insight.

사우디 수입시장의 국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7년 현재 미
국과 중국이 각각 13.6%, 9.7%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3위, 8.9%), 일본(4위, 8.7%), 이탈리아(5위, 4.5%)
순이다. 이들 상위 5개국이 사우디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45.4%를 기록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한국(6위, 4.5%),
영국(7위, 3.9%), 인도(8위, 3.4%), 프랑스(9위, 3.4%), UAE(10위,
2.5%)가 사우디 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10개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우디 수입시장에서 이들 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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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은 63.1%에 이른다.
지난 5년간 국가별 점유율 추이를 보면, 미국과 영국의 사우디
수입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중국⋅한
국⋅인도 등의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

그림 Ⅵ-2 사우디아라비아 수입시장 상위 5개국의 점유율 추이
(단위: %)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자료: UN Comtrad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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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2007년 현재까지 사우디 수입시장 점유율에서 1위를 기록
하였으나, 지난 5년간 점유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2007년 미
국의 사우디 수입시장 점유율은 13.6%로 2002년에 비해 2.7%
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영국의 사우디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4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2004년 5.7%의 점유율
이 2007년에는 3.9%로 1.8%포인트 감소하였다.
사우디 수입시장에서 선진국들의 점유율이 감소하거나 정체
를 보이는 반면, 중국을 필두로 한 한국⋅인도 등 신흥개도국들
의 점유율은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중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지
는데, 중국의 사우디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2년 5.3%에서 2007
년에는 9.7%로 4.4%포인트 증가하였다. 인도의 경우 점유율이
2002년 2.7%에서 2007년 3.4%로 0.7%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우디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7년 4.5%로 6위를 기
록하였는데, 2002년 3.3%에 비해 점유율이 1.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2007년 사우디의 주요 10대 수입품목에 대한 우리 제품의 수
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차량의 수출실적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일반차량 수출금액은 약 11억 2,500만 달러로
사우디에 대한 전체 수출금액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도 9.2%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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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사우디아라비아 수입시장 상위 6~10개국의 점유율 추이
(단위: %)

한국
영국
인도
프랑스
UAE
자료: UN Comtrade DB.

우디 수입시장에 대한 우리 제품의 평균 시장점유율(4.5%)에 비
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특히 사우디의 2007년 일반차량 수
입금액은 전년대비 15.7%가 증가한 반면, 한국의 해당 품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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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증가율은 전년대비 31.5%나 증가하여 사우디의 해당 품목 입
규모에서 우리 제품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보일러 및 기계류의 수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다.
한국의 보일러 및 기계류의 수출금액은 약 11억 1,200만 달러로
사우디에 대한 전체 수출금액의 27.5%를 차지하며, 현지수입시
장 내 점유율은 6.4%에 달한다. 특히 한국의 보일러 및 기계류
의 2007년 수출증가율이 104%로 사우디의 해당 품목 수증가율
(49.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 수입시장의 품목별 점유율 기준으로는 한국의 철강
(8.9%), 철강제품(6.2%)을 눈여겨볼 만하다. 철강과 철강제품은
사우디 10대 수입품목 중 앞서 언급한 일반차량과 보일러 및 기
계류 외에 한국의 현지 평균점유율(4.5%)을 상회하는 품목들이
다. 2007년 사우디에 대한 한국의 철강 및 철강제품 수출금액은
각각 3억 6,300만 달러와 3억 3,500만 달러로 대사우디 총 수출
금액의 9.0%, 8.3%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한국의 철강 및 철
강제품 수출증가율은 41.4%와 58.2%로 사우디의 철강(28.7%)과
철강제품(40.8%) 수입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였다.
그러나 2007년 사우디 10대 수입품목 가운데 동과 그 제품,
선박, 의료용품, 곡물 등은 수출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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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사우디아라비아 10대 수입품목에 대한 한국제품 수출 현황(2007년)
(단위: 백만 달러, %)

사우디의 수입
순위

HS2
단위

품목명

전체

한국의 대사우디 수출

수입액

수입
비중

90,214

100.0%

수입
증가율

수출
금액

수출
비중

현지
점유율

수출
증가율

29.2%

4,046

100.0%

4.5%

52.9%

1

84

보일러⋅
기계류

17,385

19.3%

49.8%

1,112

27.5%

6.4%

104.0%

2

87

일반차량

12,226

13.6%

15.7%

1,125

27.8%

9.2%

31.5%

3

85

전기기기
⋅TV
⋅ VTR

9,220

10.2%

45.0%

399

9.9%

4.3%

88.0%

4

73

철강제품

5,379

6.0%

40.8%

335

8.3%

6.2%

58.2%

5

72

철강

4,081

4.5%

28.7%

363

9.0%

8.9%

41.4%

6

10

곡물

3,241

3.6%

65.1%

0

0.0%

0.0%

-15.7%

7

30

의료용품

2,191

2.4%

14.0%

1

0.0%

0.0%

54.0%

8

89

선박

1,970

2.2%

44.6%

2

0.0%

0.1%

4636.7%

9

74

동과 그 제품

1,847

2.0%

14.1%

7

0.2%

0.4%

222.9%

90

광학
⋅ 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1,828

2.0%

24.6%

54

1.3%

3.0%

210.9%

10

주: 수출 및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UN Comtrad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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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별 진출방향

가. 건설업

과거 우리 기업의 사우디 건설시장 진출은 도로, 교량, 빌딩
등 일반 토목공사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 이러한 분야는 중
국기업이나 사우디 로컬기업들의 저가공세로 우리 기업이 직접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 건설
기업들은 항만, 철도, 공항, 초고층 빌딩 등 보다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건설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사우디의 대형 프로젝트들도 일
부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우디 정부가 재정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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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통해 다수의 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경
기부양에 나서면서 건설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중동 경제전문지인 MEDD지에 따르면, 중동아프리카 건
설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우디 건설시장이 중
아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될 시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우디 건설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먼저 발주처와의 장기적 유대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형 프로젝트 발주처를 국내로 초청하여 상담회를 갖거나, 민
관 수주 지원단을 사우디에 파견하여 발주처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둘째, 사우디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하다. 최
근 사우디 기업들의 기술능력이 점차 향상되면서 일반 토목공사
뿐만 아니라, 대형건물, 철도 및 공항 건설 등에도 사우디 기업
의 수주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기술력과 현지 네트워크 능력이 우수한 현지 파트너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지 건설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① 교육, 의료, 발전, 상하수도 등 유틸리티 관련 건설부
문과, ② 주택 및 상업용 건물 건설부문 등 진출 유망 분야에 대
한 검토가 요구된다. 교육, 의료, 발전, 상하수도 등의 분야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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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현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는 유망 분야이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현지 시장조
사 및 발주정보 수집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적극
적으로 진출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 등 부동산
시장 역시 현지 인구증가와 공급부족으로 향후 중형주택 위주의
시장성장이 예상된다. 우리 건설업체들은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
우 중형주택 위주의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최근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중동 걸프지역 건설업 역시 상
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UAE
두바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경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공사
대금에 대한 지급 지연으로 상당한 자금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
진 바 있다. 사우디 건설업의 경우 걸프 국가들 가운데 시장여
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사우디 역시
세계경제 및 주변국 경제여건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
큼, 현지 진출을 추진 중인 업체들은 사업 타당성 및 자금조달
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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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통신산업

사우디의 IT산업은 우리 기업의 진출이 상당히 유망한 분야이
다. 특히 사우디 PC시장은 데스크톱의 비중이 감소하고, 노트북
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 기업이 경쟁
력이 있는 노트북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분야의 시장 확
대가 기대된다. 노트북 시장 공략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시장
선도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HP가 휴대성을 고려한 소형 노트북
보다 그래픽, 속도, 사운드 등의 기능이 강화된 엔터테인먼트용
노트북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새로운 엔터테
인먼트에 대한 사우디 젊은층의 욕구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쇼
핑 외에 여타 오락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사우디의 사회문화적
현실에 착안해 수립된 마케팅 전략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근 중국, 대만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노트북
의 가격 하락과 더불어 수익성 또한 악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장추이를 감안하여 사우디 노트북 시장 전반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PC 분야와 더불어 우리 기업의 진출유망 시장은 광통신 분야
이다. 사우디는 넓은 국토와 낮은 인구밀도 그리고 인터넷 시장
독점기업이었던 STC의 투자 부족으로 초고속인터넷의 보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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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초고속인터넷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 내 경쟁이 도입되면서 초고속인터넷망
의 설치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광통신 기자재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분야는 유
럽 선진국의 제품과 저가의 중국산이 시장을 선점한 상태로, 우
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
다.
사우디 IT산업의 서비스 분야는 그동안 지역적⋅언어적 장벽
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나, 최근 진
출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사우디 신도시 개발사
업 IT 인프라 프로젝트, 사우디 교육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e정부 구축 프로젝트 등의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IT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글로벌 기업 CISCO가 현재까지 나온 3
개 신도시의 관련 IT 인프라 설계를 모두 수주하여 시장을 독식
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도 송도 신도시 등을 통해
관련 기술을 이미 검증받은 만큼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평
가된다.
교육과 전자정부 부문 역시 진출유망 분야로 평가된다. 사우
디 정부는 2009년 교육분야 프로젝트에 326억 달러의 예산을 배
정하였는데, 이 중 상당부분이 교육 인프라 현대화 관련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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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IT 관련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초중고 교육기자재 현대화
와 교육 관련 솔루션 도입 및 대학의 스마트 캠퍼스 프로젝트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정부 분야도
유망분야 중 하나로, e-정부 구축 프로젝트에는 국가 IT 중기계
획(NIPT)에 따라 2010년까지 총 8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이다.
한편 사우디 통신산업은 IT산업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여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사우디 당국의
통신산업 자유화 조치에 따라 외국기업의 진출이 가능해졌으나,
통신사업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지만 통신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
출유망 분야로는 모바일 컨텐츠 등 부가서비스 분야를 꼽을 수
있다. 휴대전화 이용이 보편화되고 무선인터넷 인프라가 개선되
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대한 소
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부가서비스 분야의 경
우 우리 기업들이 기술수준도 높고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시장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바일
컨텐츠의 경우 과거 이슬람 문화에 반하는 내용으로 시장 진출
에 실패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이슬람 종주국의 문화 및 관습
을 감안한 컨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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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유화학산업

현재 여러 한국기업이 사우디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에 참
여하고 있는데,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한국기업끼리 경쟁할 정도
로 한국기업의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이러한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기
업의 수주실적을 늘리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원료공급을 강점으로 하는 사우디의 석유화학산업 강화
에 따라 세계 석유화학시장에서 한국업체의 시장이 잠식당할 가
능성도 있다. 따라서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기술력 및 생산성 향
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전략적으로 사우디 업체와의
합작을 통한 사우디 석유화학산업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사우디 석유화학 대표기업 중 하나인
Sipchem과 합작기업을 세우기로 한 한화석유화학의 행보는 주목
할 만하다. 한화가 25%를 투자하고 Sipchem이 75%를 투자하여
주베일에 생산설비를 만들 예정으로, 20만 톤의 EVA(Ethyl Vinyl
Acetate)와 12.5만 톤의 Polyvinyl을 2014년부터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EVA의 경우 전 세계 EVA 생산능력의 6%에 해당하는 대
규모 프로젝트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한화는 사우디의 저렴한
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중동지역에 이미 생산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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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있는 글로벌 석유화학기업들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우디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투자진출 외에 석유화학 플
랜트에 필요한 각종 플랜트 기자재시장 진출도 보다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사우디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관련 기자재
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사우디 아람코, SABIC등 현
지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에 플랜트 기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벤더 등록을 해야 한다. 벤더 등록
절차는 기업별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으나, 실제 벤더 등록
을 위해서는 이를 현지에서 추진해줄 유력한 현지 에이전트의
선정이 필수적이다. 에이전트는 직접 현지에 와서 미팅을 통해
구할 수도 있으나, 무역사절단, 바이어 발굴 조사 등 KOTRA 현
지 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하면 보다 용이하게 에이전트 정보를 입
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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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산업별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
1. 석유화학(Petrochemical)
1-1. 유관기관 - 없음
1-2. 주요 기업
(1) Saudi Basic Industries Corporation (SABIC)
ㅇ 주소:Saudi Basic Industries Corporation Building, P.O. Box
5101, Riyadh 11422, Saudi Arabia
ㅇ 전화:(966-1-225-8000)
ㅇ 팩스:(966-1-225-9000)
ㅇ 매출 :150,809,596 (SAR '000)
ㅇ 웹사이트:www.sabic.com
ㅇ 주요활동:다양한 범위의 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 생산
(2) Saudi Inter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 (SIPCHEM)
ㅇ 주소:Petroleum Center, 5th Floor, Al Doha Street, P.O. Box 130,
Al Khobar 31952, Saudi Arabia
ㅇ 전화:(966-3-801-0111)
ㅇ 팩스:(966-3-801-0222)
ㅇ 매출 :1,708,582 (SAR '000)
ㅇ 웹사이트:http://www.sipchem.com
ㅇ 주요활동:메탄올, 올레핀, acetic acid, carbon monoxide, vinyl
acetate 등 석휴화학 제품 생산, 탄화수소 기반 산업 투자
(3) Sahara Petrochemical Company
ㅇ 주소:Sahara Petrochemical Company Buildling, Jubail Industrial
City, P.O. Box 11166, Jubail 31961, Saudi Arabia
ㅇ 전화:(966-3-340-0070)
ㅇ 팩스:(966-3-34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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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http://www.saharapcc.com
ㅇ 주요활동:석유화학, 화학 분야 투자
(4) Nama Chemicals Company
ㅇ 주소:Jubail Chemical Industries, Company Buildling, P.O. Box
11919, Jubail Industrial City 31961, Saudi Arabia
ㅇ 전화:(966-3-347-8888)
ㅇ 팩스:(966-3-347-8666)
ㅇ 매출 :621,788 (SAR '000)
ㅇ 웹사이트:www.nama.com.sa
ㅇ 주요활동:가성 소다, 에폭시 레진, 클로린 등 화학 제품 생산, 석유화학
건설 및 프로젝트 수행 등
(5) Al-Jubail Petrochemical Company(Kemya)
ㅇ 주소:Kemya Building Street 183, Jubail Industrial City P.O. Box
10084, Jubail 31961, Saudi Arabia
ㅇ 전화:(966-3-357-6000)
ㅇ 팩스:(966-3-357-6330)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n/a
ㅇ 주요활동:에틸렌, 폴리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제품 생산
(6) Arabian Petrochemical Company(Petrokemya)
ㅇ 주소:Petrokemya Complex, Jubail Industrial Area, P.O. Box
10002, Jubail 31961, Saudi Arabia
ㅇ 전화:(966-3-358-7000)
ㅇ 팩스:(966-3-358-4480)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n/a
ㅇ 주요활동:에틸렌, 폴리에틸렌, butene-1, 벤젠, 부타디엔, 프로필렌, 폴
리비닐, 클로라이드, 비닐 클로라이드 모노머 등 석유화학 제품 생산
(7) Jubail United Petrochemical Company(JU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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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소:Jubail United Petrochemical Company Building P.O. Box
10085, Jubail Industrial City 31961, Saudi Arabia
ㅇ 전화:(966-3-359-5000)
ㅇ 팩스:(966-3-358-4008)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n/a
ㅇ 주요활동:에틸렌, 에틸렌 글리콜, 고농축 폴리에틸렌, 올레핀, 등 석유화
학 제품 생산
(8) Saudi Petrochemical Company(Sadaf)
ㅇ 주소:Saudi Petrochemical Company Building, Jubail Industrial
City, P.O. Box 10025, Jubail 31961, Saudi Arabia
ㅇ 전화:(966-3-357-3000)
ㅇ 팩스:(966-3-357-3343)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www.shellchemicals.com
ㅇ 주요활동:에틸렌, 미정제산업용 에탄올, 에틸렌 디클로라이드, 가성 소다
등 석유화학 제품 생산
(9) Saudi Yanbu Petrochemical Company(Yanpet)
ㅇ 주소:Saudi Yanbu Petrochemical Company Complex, Yanbu
Industrial Area, P.O. Box 30333, Yanbu 21441, Saudi Arabia
ㅇ 전화:(966-4-396-5000)
ㅇ 팩스:(966-4-396-5387)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n/a
ㅇ 주요활동:에틸렌, 폴리에틸렌,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제품 생산
(10) Yanbu National Petrochemical Comapny(Yansab)
ㅇ 주소:Yanbu National Petrochemicals Company Building, Yanbu
Industrial City, P.O. Box 31396, Yanbu 51000, Saudi Arabia
ㅇ 전화:(966-4-325-9000)
ㅇ 팩스:(966-4-325-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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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www.yansab.com.sa
ㅇ 주요활동:에틸렌, butene, 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에틸렌 글리콜, 벤젠
등 석유화학 제품 생산

2. 건설(Construction)

1-1. 유관기관 - 없음
1-2. 주요 기업 - 상위 기업 위주 10개 내외
(1) El Seif Engineering Contracting Company
ㅇ 주소:Airport Road, El Seif Building, Khaled Bil Al Waleed Street,
Al Hamra Area, P.O. Box 2774, Riyadh 11461, Saudi Arabia
ㅇ 전화:(966-1-454-9191)
ㅇ 팩스:(966-1-454-2759)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www.el-seif.com.sa
ㅇ 주요활동:Civil, electrical, mechanical, instrumentation contractors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infrastructure, oil and
gas and power industries; procurement and engineering
services; insurance services.
(2) Saudi Oger
ㅇ 주소:Saudi Oger Building, Bakik Street, Malaz Area, P.O. Box
1449, Riyadh 114311, Saudi Arabia
ㅇ 전화:(966-1-477-3115)
ㅇ 팩스:(966-1-477-0079)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www.saudioger.com
ㅇ 주요활동:Civil contractors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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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frastructure projects; engineering consulting servic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networking solutions;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portals and printing complexes; real estate
development; ownership and operation of electric power
generation and transmission stations; general and life
insurance and reinsurance services; ownership and
management of hotels; distribution of chemicals.
(3) Binladin Group
ㅇ 주소:Binladin Group Building Al Rawada Street, P.O. Box 8918,
Jeddah 21492, Saudi Arabia
ㅇ 전화:(966-2-664-3033)
ㅇ 팩스:(966-2-664-3221)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www.sbg.com.sa
ㅇ 주요활동:Civil and electromechanical contracting; engineering
services; dredging, reclamation and hydro graphic survey
contractors; trade in building materials including gypsum
products, lighting equipment, metal products, paints, steel
fixtures, paper products and telecommunication equipment;
security brokers and dealers;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building facilities; real estat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upply of marble granite, precast concrete; production of fruit
juices.
(4) Alsuwaiket Trading and Contracting Company
ㅇ 주소:Euro Village Compound, Prince Sultan Street, Dhahran
Airport, P.O. Box 691, Khobar 31932, Saudi Arabia
ㅇ 전화:(966-3-857-9784)
ㅇ 팩스:(966-3-857-2904)
ㅇ 매출 : n/a
ㅇ 웹사이트:www.alsuwaiket.com
ㅇ 주요활동:Construction of bridges, roads, and ports; metal and
process equipment fabrication; design, constru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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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of industrial chimneys and pipelines; trade in
furniture and home furnishings; oil and gas drilling; real estate
projects and investments; education; travel and tourism; food
import and distribution; catering services; meat and vegetable
processing.
(5) Al Saad General Contracting Company
ㅇ 주소:Bin Commercial Center, 1st & 2nd floor, Quraysh Street,
Al Salam District, P.O. Box 13028, Jeddah 21493, Saudi Arabia
ㅇ 전화:(966-2-683-0306)
ㅇ 팩스:(966-2-683-2951)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www.alsaad.com.sa
ㅇ 주요활동:Civil and electromechanical contractors for commercial
and residential buildings; heavy contractors for industrial and
power plants, military and heavy civil projects; engineering
consultancy and interior design services; trade in building
materials and sanitary products; production of concrete and
aluminum facade and glass processor; structural steel
fabrication.
(6) Arabian Bemco Contracting Company
ㅇ 주소:Bemco Building, Al Kayal Street, Al Rawdah District, P.O.
Box 3143, Jeddah 21471, Saudi Arabia
ㅇ 전화:(966-2-669-5851)
ㅇ 팩스:(966-2-660-9432)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www.bemco-ipp.com
ㅇ 주요활동:Civil contractors for commercial and residential buildings,
oil and gas, and power industries; engineering and
procurement services; production of cement and cement
related products.
(7) Mohammad Al Mojil Group (M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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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소:Mohammad Al Mojil Group Building, King Fahed Abdulaziz
Road, P.O. Box 11, Dammam 31411, Saudi Arabia
ㅇ 전화:(966-3-842-1111)
ㅇ 팩스:(966-3-844-9111)
ㅇ 매출 :3,345,024 (SAR‘000)
ㅇ 웹사이트:www.almojilgroup.com
ㅇ 주요활동:Onshore and offshore contractors for the oil and gas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civil, electrical, mechanical and
instrumentation contractors for power, waste and water,
industrial and commercial industries; structural steel and
stainless steel fabrication.
(8) Saudi Pan Kingdom Ltd.
ㅇ 주소:P.O. Box 85153, Riyadh 11691, K.S.A
ㅇ 전화:(966-1-477-0598)
ㅇ 팩스:(966-1-476-9208)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www.sapac.com.sa
ㅇ 주요활동:Road construction, administrative construction, mosques
construction,
reservoirs

water

management,

potable

water,

water

(9) Abdullah A.M Al Khodari Sons Co.
ㅇ 주소:Mazen Al Said Business Tower, 10th & 11th floor, King
Abdulaziz Road, P.O. Box 3589, Al Khobar 31952, Saudi
Arabia
ㅇ 전화:(966-3-814-7200)
ㅇ 팩스:(966-3-814-7222)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www.alkhodari.com
ㅇ 주요활동:Civil and electromechanical contractors for buildings
and infrastructure including roads, bridges, water and
sewerage works; steel fabrication; distribution of valves,
pumps,

generators

and

compressors;

insura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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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surance
services.

services;

travel

agents;

freight

forwarding

(10) Aswad Group
ㅇ 주소:P.O. Box 4605, Dammam 31412, Saudi Arabia
ㅇ 전화:(966-3-805-5050)
ㅇ 팩스:(966-3-805-6409)
ㅇ 매출 :437,000 (SAR ‘000)
ㅇ 웹사이트:www.aswadgroup.com
ㅇ 주요활동:Civil, electrical and mechanical engineering; wholesale
trade in building materials, sanitary ware and electrical
appliances; wholesale and retail in food, supermarket toys;
shopping center, travel agency and jewelry.
(11) Consolidated Contractors Co. WLL
ㅇ 주소:Consolidated Contractors Company Building, King Abdulaziz
Street, Sulamaniyah Area, P.O. Box 234, Riyadh 11411, Saudi
Arabia
ㅇ 전화:(966-1-465-0311)
ㅇ 팩스:(966-1-464-5963)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www.ccc.gr
ㅇ 주요활동: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contractors
for industrial buildings, infrastructures, networks and pipelines;
civil contractors for petrochemical plants and refineries, storage
facilities, heavy and light industrial plants;offshore and marine
civil engineering; design and project engineering for water and
effluent treatment systems; electrical and mechanic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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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IT & Telecommunication)
1-1. 유관기관 - 없음
1-2. 주요 기업 - 상위 기업 위주 10개 내외
(1) El Seif Engineering Contracting Company
ㅇ 주소:Airport Road, El Seif Building, Khaled Bil Al Waleed Street,
Al Hamra Area, P.O. Box 2774, Riyadh 11461, Saudi Arabia
ㅇ 전화:(966-1-454-9191)
ㅇ 팩스:(966-1-454-2759)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www.el-seif.com.sa
ㅇ 주요활동:Civil, electrical, mechanical, instrumentation contractors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infrastructure, oil and
gas and power industries; procurement and engineering
services; insurance services.
(2) Saudi Oger
ㅇ 주소:Saudi Oger Building, Bakik Street, Malaz Area, P.O. Box
1449, Riyadh 114311, Saudi Arabia
ㅇ 전화:(966-1-477-3115)
ㅇ 팩스:(966-1-477-0079)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www.saudioger.com
ㅇ 주요활동:Civil contractors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and infrastructure projects; engineering consulting servic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networking solutions;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portals and printing complexes; real estate
development; ownership and operation of electric power
generation and transmission stations; general and life
insurance and reinsurance services; ownership
management of hotels; distribution of chemica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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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inladin Group
ㅇ 주소:Binladin Group Building Al Rawada Street, P.O. Box 8918,
Jeddah 21492, Saudi Arabia
ㅇ 전화:(966-2-664-3033)
ㅇ 팩스:(966-2-664-3221)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www.sbg.com.sa
ㅇ 주요활동:Civil and electromechanical contracting; engineering
services; dredging, reclamation and hydro graphic survey
contractors; trade in building materials including gypsum
products, lighting equipment, metal products, paints, steel
fixtures, paper products and telecommunication equipment;
security brokers and dealers;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building facilities; real estat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upply of marble granite, precast concrete; production of fruit
juices.
(4) Alsuwaiket Trading and Contracting Company
ㅇ 주소:Euro Village Compound, Prince Sultan Street, Dhahran
Airport, P.O. Box 691, Khobar 31932, Saudi Arabia
ㅇ 전화:(966-3-857-9784)
ㅇ 팩스:(966-3-857-2904)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www.alsuwaiket.com
ㅇ 주요활동:Construction of bridges, roads, and ports; metal and
process equipment fabrication; design,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industrial chimneys and pipelines; trade in
furniture and home furnishings; oil and gas drilling; real estate
projects and investments; education; travel and tourism; food
import and distribution; catering services; meat and vegetable
processing.
(5) Al Saad General Contracting Company
ㅇ 주소:Bin Commercial Center, 1st & 2nd floor, Quraysh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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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Salam District, P.O. Box 13028, Jeddah 21493, Saudi Arabia
ㅇ 전화:(966-2-683-0306)
ㅇ 팩스:(966-2-683-2951)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www.alsaad.com.sa
ㅇ 주요활동:Civil and electromechanical contractors for commercial
and residential buildings; heavy contractors for industrial and
power plants, military and heavy civil projects; engineering
consultancy and interior design services; trade in building
materials and sanitary products; production of concrete and
aluminum facade and glass processor; structural steel
fabrication.
(6) Arabian Bemco Contracting Company
ㅇ 주소:Bemco Building, Al Kayal Street, Al Rawdah District, P.O.
Box 3143, Jeddah 21471, Saudi Arabia
ㅇ 전화:(966-2-669-5851)
ㅇ 팩스:(966-2-660-9432)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www.bemco-ipp.com
ㅇ 주요활동:Civil contractors for commercial and residential buildings,
oil and gas, and power industries; engineering and procurement
services; production of cement and cement related products.
(7) Mohammad Al Mojil Group (MMG)
ㅇ 주소:Mohammad Al Mojil Group Building, King Fahed Abdulaziz
Road, P.O. Box 11, Dammam 31411, Saudi Arabia
ㅇ 전화:(966-3-842-1111)
ㅇ 팩스:(966-3-844-9111)
ㅇ 매출 :3,345,024 (SAR ‘000)
ㅇ 웹사이트:www.almojilgroup.com
ㅇ 주요활동:Onshore and offshore contractors for the oil and gas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civil, electrical, mechanical and
instrumentation contractors for power, waste an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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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and commercial industries; structural steel and
stainless steel fabrication.
(8) Saudi Pan Kingdom Ltd.
ㅇ 주소:P.O. Box 85153, Riyadh 11691, K.S.A
ㅇ 전화:(966-1-477-0598)
ㅇ 팩스:(966-1-476-9208)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www.sapac.com.sa
ㅇ 주요활동:Road construction, administrative construction, mosques
construction, water management, potable water, water reservoirs
(9) Abdullah A.M Al Khodari Sons Co.
ㅇ 주소:Mazen Al Said Business Tower, 10th & 11th floor, King
Abdulaziz Road, P.O. Box 3589, Al Khobar 31952, Saudi
Arabia
ㅇ 전화:(966-3-814-7200)
ㅇ 팩스:(966-3-814-7222)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www.alkhodari.com
ㅇ 주요활동:Civil and electromechanical contractors for buildings
and infrastructure including roads, bridges, water and sewerage
works; steel fabrication; distribution of valves, pumps,
generators and compressors; insurance and reinsurance
services; travel agents; freight forwarding services.
(10) Aswad Group
ㅇ 주소:P.O. Box 4605, Dammam 31412, Saudi Arabia
ㅇ 전화:(966-3-805-5050)
ㅇ 팩스:(966-3-805-6409)
ㅇ 매출 :437,000 (SAR ‘000)
ㅇ 웹사이트:www.aswadgroup.com
ㅇ 주요활동:Civil, electrical and mechanical engineering; wholesale
trade in building materials, sanitary ware and elect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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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ances; wholesale and retail in food, supermarket toys;
shopping center, travel agency and jewelry.
(11) Consolidated Contractors Co. WLL
ㅇ 주소:Consolidated Contractors Company Building, King Abdulaziz
Street, Sulamaniyah Area, P.O. Box 234, Riyadh 11411, Saudi
Arabia
ㅇ 전화:(966-1-465-0311)
ㅇ 팩스: (966-1-464-5963)
ㅇ 매출 :n/a
ㅇ 웹사이트:www.ccc.gr
ㅇ 주요활동: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contractors
for industrial buildings, infrastructures, networks and pipelines;
civil contractors for petrochemical plants and refineries, storage
facilities, heavy and light industrial plants;offshore and marine
civil engineering; design and project engineering for water and
effluent treatment systems; electrical and mechanic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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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산업별 주요 전시회

1. 석유화학(Petrochemical)
전시회명: Saudi Petrochem 2010
- 부제: The 5th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Chemical and Chemical
Technology Industry
- 주최: Riyadh Exhibiton Company
- 개최 기간 및 장소: 2010.1.17~20 / 리야드 국제전시장
- 홈페이지: www.recexpo.com

2. 건설(Construction)
전시회명: sbie(saudi building & interiors exhibition)
- 부제: Saudi Arabia's 19th Comprehensive Showcase for the
Building & Interios Industry
- 주최: Al Harithy Company for Exhibtions
- 개최 기간 및 장소: 2010.4.4~7 / Jeddah Center for Forums & Events
- 홈페이지: www.acexpos.com
전시회명: Saudi Build The PMV Series 2010
- 부제: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Construction Equipment, Plant
Machinery and Vehicles
- 주최: Riyadh Exhibiton Company
- 개최 기간 및 장소: 2010.4.11~14 / 리야드 국제전시장
- 홈페이지: www.recex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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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명: Saudi Build The PMV Series 2010
- 부제: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Construction Equipment, Plant
Machinery and Vehicles
- 주최: Riyadh Exhibiton Company
- 개최 기간 및 장소: 2010.4.11~14 / 리야드 국제전시장
- 홈페이지: www.recexpo.com

3. 정보통신(IT & Telecommunication)
전시회명: MEETES(Middle East Education, Traing Equipment and
Solutons)
- 부제: Saudi Arabia's 15th international event for education,
training, equipment, aids and services
- 주최: Al Harithy Company for Exhibtions
- 개최 기간 및 장소: 2010.3.22~25 / Jeddah Center for Forums &
Events
- 홈페이지: www.acexpos.com
전시회명: GITEX Saudi Arabia 2010
- 부제: The 9th Inter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Exhibition for
Saudi Arabia
- 주최: Riyadh Exhibiton Company
- 개최 기간 및 장소: 2010.4.25~29 / 리야드 국제전시장
- 홈페이지: www.recexpo.com
전시회명: COMMTEL
- 부제: Saudi Arabia's 24th International Event for Computing, the
Internet, Office Equipment and Accessories, Business
Communications and Mobile Phones
- 주최: Al Harithy Company for Exhibtions
- 개최 기간 및 장소: 2010.10.23~28 / Jeddah Center for Forums &
Events
- 홈페이지: www.acexp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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