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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세계 5위의 원유매장량(점유율 8.2%)을 보유한 에너지부국
UAE는 최근 중동지역의 물류 중심지에서 비즈니스 중심지로 거
듭나고 있다. UAE의 2007년 GDP(명목) 규모는 1,926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7.4% 성장하였으며, 2008년에는 6~7%대의 성장률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
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와 함께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2009년 UAE의 경제성장률은 3~4% 수준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UAE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 부상하
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free zone)을 조성하고, 無세금, 無제한
외환거래, 無협찬(스폰서십), 無노동쟁의 등 4무(無) 정책으로 대
변되는 친기업적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UAE
정부가 홍보하는 인센티브제도와 비즈니스상의 강점 등 긍정적
인 요소 외에도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각종 규제와 사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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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요인 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UAE 진출시 이에 대한 종합
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중동 GCC 지역을 중심으로 중동 건설업은 최근 지속적인 호
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GCC 지역 내 건설업 부문 시장규
모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지속적인 호조세를 바탕으로
점증하고 있다. 2007년 10월 현재 GCC 지역에서 진행 중인 건
설프로젝트 규모는 약 1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되는데, 이 가운데 약 30% 가량을 UAE 건설시장이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활용하여 플랜트 프로
젝트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물론 외부인구 유입 확대로 인한
주택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건설⋅
플랜트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UAE의 경우 부동산개
발을 중심으로 한 건설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된다.
UAE의 정보통신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및 산업육성에 힘
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인
프라 및 기술 수준은 중동지역 최고수준을 자랑한다. 2007년 세
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ICT
발전정도 및 성과를 평가하는 네트워크 준비지수(Networ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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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ess Index)에서 UAE가 전 세계 122개국 가운데 29위를 차
지해, 중동국가들 가운데서는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지역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보급률과 빠른 시장성
장세, IT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을 감안
할 때 UAE IT시장은 매력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UAE가
중동지역의 물류중심지이자 수입의 상당부분이 인근지역으로
재수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UAE 정보통신시장은 우리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거점이자 테스트시장(test bed)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더욱이 전자정부 프로젝트와 다양한 건설⋅플랜트 프로젝
트가 추진되는 만큼 IT 장비 및 솔루션 등 우리의 진출가능 분
야도 다양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UAE의 정보통신시장은
정부의 규제가 많으며, 외국기업의 시장진입 역시 상당히 어려
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조달 시장의 경우 국영통신사업자
가 절대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높은 진입장벽이 예상된
다. 이에 우리기업은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현지시장 진출
을 모색할 수 있다. 이때 능력 있는 합작파트너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간 협력확대를 통해 현지 정
부조달시장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확대를 위한 기반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UAE의 관광업은 중동지역 관광시장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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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08년 관광객 수가 9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 빠른 성장을 이루어 왔다. UAE 정부는 관광업의 육성
을 위하여 휴양, 레저, 쇼핑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초, 최
대의 관광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투자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내 여타 국가와는 다른 관광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우, UAE 관광산업 진출시
관광, 휴양,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부문에서의 협업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09년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세계
관광서비스 수요가 감소하여 UAE의 관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반영한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UAE 금융업은 고유가시기가 본격화된 2004년 이후 빠른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UAE 은행의 총 자산규모는 2008년 6월 현
재 3,89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 이후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UAE 은행들의 여신은 건설⋅플랜트
및 교역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대출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
인다. UAE가 중동지역 비즈니스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중동지역 내 UAE 금융시장의 입지가 커질 뿐만 아니라 향
후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동 진출을 고려하
는 우리 금융기업의 경우 UAE를 진출거점으로 활용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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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그러나 GCC 및 UAE의 경우 금융시장 사업환경이 국
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현지 진출 검토시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경제상황 및 관련업종의 사
업여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viii｜UAE의 주요 산업

차례
머리말
국문요약

Ⅰ

Ⅱ

ⅱ
ⅳ

UAE의 경제 구조와 경제 정책
1. 경제 동향 및 전망
가. 경제 동향
나. 경제 전망

3
3
10

2. 산업 구조 및 주요 특징
가. 산업 구조
나. 주요 특징

13
13
15

3. 주요 산업 정책
가. 국가발전 전략 개관
나. 경제발전 전략
다. 산업다각화 정책
라. 외국인투자 정책 및 조세 제도
마. 통상 정책
바. 노동 정책 및 노무 제도

20
20
22
25
29
34
38

건설업
1. 건설시장 현황

47

2.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정책 방향

52
52

나. 건설 및 부동산 관련 규정
다. 건설업 위기관리 대책

Ⅲ

53
58

3. 지역 및 부문별 동향
가. 두바이
나. 아부다비

59
59
69

4. 선도기업의 사업 현황

74

5. 외국인투자 동향 및 성공 사례
가. 외국인투자 동향
나. 투자 성공 사례

77
77
81

6. 전망 및 평가

90

정보통신업
1. 개황 및 특징

95

2. 정보통신 정책

98

3. 부문별 동향
가. 유선통신
나. 이동통신
다. 인터넷 및 IT시장
다. IT제품 수입시장 동향 및 경쟁구조

104
104
106
109
114

4. 외국인투자 및 해외진출 현황

126

가. IT부문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정부의 유치 전략
나. UAE 통신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5. 전망 및 평가
가. 통신시장
나. 인터넷 및 IT시장

Ⅳ

126
128
131
131
138

관광업
1. 산업 개황 및 특징

147

2. 관광산업 정책
가. 두바이
나. 아부다비

152
152
155

3. 세부 업종 및 관련부문 동향
가. 호텔업
나. 레저산업
다. 문화산업
라. 소매업(쇼핑)
마. 항공
바. 대중교통

159
159
166
169
172
176
177

4. 선도기업의 사업 현황
가. Tatweer
나. Emirates Group

180
180
183

5. 외국인투자 동향 및 성공 사례

185

가. 외국인투자 동향
나. 투자 성공 사례
6. 전망 및 평가
가. 전망

Ⅴ

185
187
193
193

금융업
1. 금융업 개황 및 특징

199

2. 부문별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중앙은행
나. 은행업
다. 이슬람 금융
라. 외국인투자 규제 및 촉진 제도

203
203
205
207
216

3. 부문별 동향
가. 은행업
나. 이슬람 금융
다. 자본시장

221
221
229
232

4. 외국인투자 및 해외진출 현황
가. 외국금융기관 현지진출 현황
나. UAE 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239
239
245

5. 전망 및 평가

248

Ⅵ

UAE 진출 전략
1. UAE의 진출환경 분석
가. 투자환경
나. 수출환경

257
257
268

2. 업종별 진출 방향
가. 건설업
나. 정보통신산업
다. 관광업
라. 금융업

277
277
279
285
287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건설업 현지 유관기관 및 업체 리스트

293

부록 2. 정보통신업 현지 기관 및 업체 리스트

300

부록 3. 관광업 현지 기관 및 업체 리스트

306

부록 4. 금융업 현지 기관 및 업체 리스트

307

부표 1. IT 품목 분류표(HS코드 4단위)

313

표 차례
Ⅰ-1
Ⅰ-2
Ⅰ-3
Ⅰ-4
Ⅰ-5
Ⅰ-6
Ⅰ-7
Ⅰ-8
Ⅰ-9
Ⅱ-1
Ⅱ-2
Ⅱ-3
Ⅱ-4
Ⅱ-5
Ⅱ-6
Ⅱ-7
Ⅱ-8
Ⅱ-9
Ⅱ-10
Ⅱ-11
Ⅱ-12
Ⅱ-13
Ⅱ-14
Ⅱ-15
Ⅱ-16

UAE의 토호국별 GDP 현황(2006년)
UAE의 경제 전망
UAE의 산업별 GDP 구조
UAE 비에너지부문 경제다각화 추이
UAE의 산업별 제조업 투자현황(2002~06년)
UAE의 경제자유구역 조성 현황(2006년)
GCC의 주요국과의 FTA 추진 현황 (2007년 말 현재)
UAE의 교육관련 주요 지표
UAE 직종별 급여 수준
2007년 10월 기준 진행 중인 GCC 및 UAE
건설 프로젝트 시장 규모
2008년 6월 기준 UAE의 부문별 프로젝트 규모
2001~06년 UAE 건설 및 건설 관련
산업의 GDP 추이
아부다비 건설면허 등급 기준
두바이 건설면허 등급 기준
UAE의 주요 건설기자재 가격동향
1975~2006년 UAE의 지역별 인구구성
2001~04년 UAE 건설부문 GDP 규모
2007~08년 1/4분기 두바이 신축 건물
두바이 프리홀드(Freehold) 지역
2008~20년간 두바이 도로건설 주요 프로젝트
UAE 공항 신축 및 확장 프로젝트
아부다비 주요 관광 건설 프로젝트
2005~06년 UAE의 분야별 FDI 규모
2006 UAE 지역 내 FDI 집중 유입 부문별 비중
2007 우리기업의 업종별 대UAE 투자진출 현황

7
11
14
16
27
33
35
41
43
48
49
51
54
55
57
60
62
64
66
68
69
73
78
78
80

Ⅱ-17 2005~08년 6월 중 우리나라의 대UAE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현황
Ⅱ-18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UAE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 및 참여 현황
Ⅲ-1 UAE 정보통신 현황
Ⅲ-2 UAE 통신산업 사업자 현황(2007년 기준)
Ⅲ-3 UAE의 정보통신부문 정책 방향
Ⅲ-4 UAE의 이동통신 사업자 현황(2007년 말 기준)
Ⅲ-5 UAE의 인터넷 가입자 현황(2007년)
Ⅲ-6 UAE의 IT제품 수입 동향
Ⅲ-7 UAE의 10대 IT제품 수입품목 현황(2005년)
Ⅲ-8 주요국의 대UAE의 IT제품 수출 현황(2005년)
Ⅲ-9 UAE Etisalat의 해외진출 현황
Ⅲ-10 UAE의 유선전화 가입자 전망
Ⅲ-11 UAE의 인터넷 가입자 전망
Ⅳ-1 2005~10년 UAE의 관광객 및 관광 수입액
예상 규모
Ⅳ-2 UAE의 주요 관광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Ⅳ-3 두바이 경제개발 목표
Ⅳ-4 아부다비의 주요 관광건설 프로젝트
Ⅳ-5 2005~10년간 두바이의 호텔 투숙객 추이
Ⅳ-6 2006년 4/4분기 두바이 소재 호텔 투숙객들의
출신지역 현황
Ⅳ-7 두바이 호텔 및 서비스 아파트 규모 현황와 전망
Ⅳ-8 두바이 주요 호텔 건축 예정 프로젝트
Ⅳ-9 두바이랜드 테마별 상세 내역
Ⅳ-10 두바이 쇼핑 페스티벌 관광객 수 및 판매액 추이

82
88
97
99
102
108
112
116
118
124
130
133
139
149
150
154
157
160
162
164
164
167
174

Ⅳ-11
Ⅳ-12
Ⅳ-13
Ⅴ-1
Ⅴ-2
Ⅴ-3
Ⅴ-4
Ⅴ-5
Ⅴ-6
Ⅴ-7
Ⅴ-8
Ⅴ-9
Ⅴ-10
Ⅴ-11
Ⅴ-12
Ⅴ-13
Ⅵ-1
Ⅵ-2
Ⅵ-3
Ⅵ-4
Ⅵ-5
Ⅵ-6

분야별 개발 투자규모
2005~06년 두바이의 업종별 FDI 유치 동향
GCC 회원국의 인구 및 외국인 노동인력 구성비율
UAE의 금융서비스 분야 GATS 양허내용
UAE 은행부문 대차대조 및 영업실적 추이
UAE 은행의 경제활동 분야별 대출구조
UAE 은행의 국적별/유형별 대출구조
UAE 은행의 국적별/유형별 예금구조
UAE 주요 이슬람은행 현황(2008년 상반기 기준)
아부다비증권거래소(ADSM)의 업종별 거래 현황
(2007년 말 기준)
두바이금융시장(DFM)의 업종별 거래 현황
(2007년 말 기준)
두바이금융시장(DFM) 채권발행 현황
(2007년 말 기준)
UAE의 외국계 은행 및 지점 현황
UAE의 현지은행 및 지점 현황
두바이국제금융센터에 진출한 주요 금융기관 현황
UAE 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UAE의 인프라의 부문 현황
UAE의 경제자유구역 현황(2007년)
UAE 및 주요 경쟁국의 기업환경 순위(2008년)
UAE 진출 외국기업의 현지 투자환경 평가결과
UAE 10대 수입품목에 대한 한국제품 수출 현황
(2005년)
한국의 대UAE 주요 IT수출품목 현황(2005년)

179
187
196
216
223
225
227
228
230
234
235
237
241
242
244
246
261
262
267
268
275
283

그림 차례

Ⅰ-1
Ⅰ-2
Ⅰ-3
Ⅰ-4
Ⅰ-5
Ⅰ-6
Ⅰ-7
Ⅰ-8
Ⅱ-1

UAE 실질GDP성장률 추이
UAE의 1인당 GDP(명목) 추이
UAE의 지역별 GDP 비중(2006년)
UAE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GCC 주요국 비석유ㆍ가스 GDP 비중(2006년)
UAE의 에너지 및 비에너지부문 실질성장률 추이
UAE의 연방정부 종합전략(2007년) 개요
UAE의 경제발전 전략 개념도
2002~06년 UAE 건설부문
GDP 규모 및 증가율
Ⅱ-2 2006년 UAE의 산업별 GDP 비중
Ⅱ-3 1975~2006년 UAE의 지역별 인구 분포도
Ⅱ-4 1985~2006년 두바이의 인구 증가율
Ⅱ-5 1993~2005년 두바이 주택 규모
Ⅱ-6 2005~06년 UAE의 지역별 FDI 추이
Ⅱ-7 중동 지역 내 미쓰비시지점
Ⅱ-8 UAE 두바이 경전철 공사 현장
Ⅱ-9 부르즈 두바이 공사 현장 및 모형도
Ⅲ-1 UAE의 유선전화 가입자 및 보급률 추이
Ⅲ-2 UAE의 이동전화 가입자 및 보급률 추이
Ⅲ-3 UAE의 인터넷 이용자 및 보급률 추이
Ⅲ-4 UAE의 IT시장 부문별 현황(2007년)
Ⅲ-5 UAE의 IT제품 수입 동향
Ⅲ-6 UAE IT 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별 점유율 추이
Ⅲ-7 UAE 이동전화 가입자 전망
Ⅲ-8 UAE IT시장 성장 전망

5
6
8
9
17
18
22
24
50
50
60
63
63
79
85
86
87
105
107
110
113
115
119
135
142

Ⅳ-8
Ⅳ-9
Ⅳ-10
Ⅳ-11
Ⅳ-12
Ⅳ-13
Ⅳ-14
Ⅴ-1
Ⅴ-2
Ⅴ-3
Ⅴ-4
Ⅴ-5
Ⅴ-6
Ⅴ-7
Ⅵ-1
Ⅵ-2
Ⅵ-3
Ⅵ-4

UAE 두바이 주요 관광 개발기업 구조
두바이 랜드 개발 예상 모형도
Emirates Group 주요 계열사
2006년 UAE의 분야별 FDI 비중
UAE 두바이 인공섬 개발 조망도
Palm Jumeirah 내 주요 호텔 위치
Palm Jumeirah내 Trump Dubai 위치
UAE 은행의 대출금액 및 GDP대비 비중 추이
UAE 이슬람은행의 자산 추이 및 전체
시중은행 내 비중
UAE 이슬람은행의 예금 추이 및 전체
시중은행 내 비중
UAE 이슬람은행의 영업이익 추이 및 전체
시중은행 내 비중
두바이금융시장(DFM)의 업종별 비중
(2007년 시가총액 기준)
UAE ADSM 및 DMF 주가지수 추이
UAE 은행의 예대율(loan-deposit ratio) 추이
UAE의 수입시장 규모 전망
UAE 수입시장 상위 6개국의 점유율 추이
UAE 수입시장 상위 7~11개국의 점유율 추이
한국의 대UAE IT제품 수출 추이

181
182
184
186
188
190
192
224
231
232
233
236
238
251
269
271
273
281

글상자 차례

Ⅰ-1
Ⅰ-2
Ⅰ-3
Ⅰ-4
Ⅱ-1
Ⅲ-1
Ⅲ-2
Ⅲ-3
Ⅲ-4
Ⅳ-1
Ⅳ-2
Ⅳ-3
Ⅴ-1
Ⅴ-2
Ⅴ-3
Ⅴ-4
Ⅴ-5

UAE 국가 개황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
UAE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UAE 면제 품목 리스트
UAE의 건설업 SWOT 분석
UAE 통신시장의 선도기업 소개
UAE 정보통신시장의 외국기업 진출 사례
UAE 통신시장 SWOT 분석
UAE IT시장 SWOT 분석
2015 두바이 경제개발계획
(Dubai Strategic Plan 2015)
이슬람식 호텔의 운영 규정
UAE 관광업 SWOT 분석
UAE의 금융업 관련 법령
이슬람 금융의 개념 및 주요 원리
UAE 금융업의 외국기업 진출 사례
UAE 금융업 SWOT 분석
UAE 금융업의 선도기업 소개

11
31
32
37
91
109
128
137
143
153
165
195
204
215
245
252
253

Ⅰ
UAE의 경제 구조와 경제 정책
1/
2/

경제 동향 및 전망

산업 구조 및 주요 특징

3/

주요 산업 정책

1
경제 동향 및 전망

가. 경제 동향
UAE의 2007년 GDP(명목) 규모는 1,926억 달러로 7.4%의 실
질GDP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세계경제 둔화로 국제유가가 하락
했던 2001~02년에는 원유 생산 및 수출 감소 여파로 2% 내외
의 성장에 그쳤으나, 세계 경기회복과 고유가가 본격화된 2003
년 이후 원유수출 급증과 내수시장 확대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크게 상승하였다. 2003년부터 국제유가가 매년 10~30%씩 급등
함에 따라 UAE는 2003년 11.9%의 실질GDP성장률을 기록한 이
후 매년 8%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출 확대와 막대한 오일머니를 활용한 건설ㆍ플랜트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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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발주 및 부동산 개발 등 건설경기 호황 등이 경기활황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원유수출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로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UAE는 2003년에 수출
671억 달러, 수입 458억 달러로 21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에는 수출이 1,566억 달러, 수입이 1,016억
달러로 55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무역수지 흑자폭을 확대
하였다. 이에 힘입어 UAE의 경상수지 역시 2003년 76억 달러
흑자에서 2007년 316억 달러로 흑자폭을 크게 확대하였다. 2000
년대 초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00억 달러 내외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경상
수지 흑자 확대에 힘입어 외환보유고 역시 크게 증가하였는데,
UAE의 외환보유고는 2003년 151억 달러에서 2007년 766억 달
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UAE의 정부재정 역시 원유수출 증가에 따른 정부수입(收入)
증가에 힘입어 2007년에는 GDP 대비 약 11%의 재정수지 흑자
를 기록하였다. UAE는 1980년대 이후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기
록하여 왔으나, 지난 2005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수지 흑
자를 기록한 이후 재정수지 흑자폭을 확대해 가고 있다.
UAE의 1인당 GDP 역시 고유가시기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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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UAE 실질GDP성장률 추이
(단위: %)

주: 2007년은 추정치임.
자료: IMF(2008.4)

고 있다. 2002년에 22,480달러였던 UAE의 1인당 GDP(명목)는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빠른 증가세를 보여 2007년에는 42,934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1인당 GDP(명
목)가 5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UAE 전체 인
구의 70%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대다수가
연소득 1만 달러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UAE 인구의 30% 가량
을 차지하는 현지 국민의 1인당 GDP는 10만 달러를 상회할 것
으로 추정된다. 한편 UAE의 1인당 GDP는 GCC 6개국 중 카타
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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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UAE의 1인당 GDP(명목) 추이
(단위: 달러)

주: 2007년은 추정치임.
자료: IMF(2008.4)

UAE는 7개 토호국(자치정부)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이들
7개 토호국 중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UAE 전체 경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수도인 아부다비의 경우 UAE 원유매장량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재정이 가장 풍부하며 경제규모 역시
가장 크다. 아부다비의 경제규모는 UAE 전체 GDP의 60%를 차
지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1인당 GDP 또한 68,000달러로 매
우 높다. 두바이의 경우 UAE 전체 GDP의 28% 가량을 차지하
고 있으며, 1인당 GDP는 33,000달러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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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5개 토호국들의 경우 각각 UAE 전체 GDP의 1~2% 수준
에 불과하며, 1인당 GDP 또한 10,000~15,000달러 수준에 불과
하다. 이들 토호국들은 정부재정이 취약한 관계로 수도인 아부
다비로부터의 재정 및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적 중요성으로 인해 UAE의 건국 이후 아부다비의 지도자가 연
방정부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두바이의 지도자는 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UAE의 경우 국방과 외교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다수의 국정운영이 자치권을 보유한 각 토호국별로 독립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토호국간의 법률체계가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
표 I-1 UAE의 토호국별 GDP 현황(2006년)

국 명

명목 GDP
(백만 달러)

1인당 GDP
(달러)

Abu Dhabi

97,161

67,945

Dubai

45,616

33,248

Sharjah

11,578

14,102

Ras al-Khaimah

3,006

14,049

Ajman

2,027

9,563

Fujairah

1,891

14,543

675

13,503

Umm al-Qaiwain
자료: EIU(2008)

Ⅰ. UAE의 경제 구조와 경제 정책｜7

그림 I-3 UAE의 지역별 GDP 비중(2006년)

자료: EIU(2008)

주변 중동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UAE가 직면한 주요
경제현안은 물가급등이다. 2003년 3.2%를 기록했던 UAE의 소
비자물가상승률은 이후 급등세를 보여 2006년 9.3%, 2007년에
는 11.0%로 치솟았다. 최근 UAE 물가급등의 주요 원인을 내ㆍ
외부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오일머니 유입 및
오일붐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각종 투자ㆍ소비 증가가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내부요인에 해당된다. 한편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달러 약세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미
국의 금리인하 조치는 UAE의 물가 급등을 가속화시키는 외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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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해당한다. UAE는 통화정책상 자국의 환율을 미국달러에
고정시키는 달러페그제를 채택한 관계로, UAE 경제는 미국달러
가치 하락과 금리인하에서 비롯되는 대외경제적 충격을 고스란
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총 수입금액의 절반가량을 유럽
에서 수입하고 있는 UAE의 입장에서는 미 달러가치가 하락하는
폭만큼 유럽상품에 대한 수입물가가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2007년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이 정책금리
를 대폭 인하함에 따라 UAE 역시 금리수준을 미국과 맞추기 위
그림 Ⅰ-4 UAE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주: 2007년은 추정치임.
자료: IMF(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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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금리인하를 단행하게 된다. 물가상승 압력이 큰 상황에서
취해진 UAE의 금리인하 조치는 결국 유동성 공급확대로 이어져
물가상승을 더욱 가속화한 것이다.

나. 경제 전망

UAE의 2008년 경제성장률은 7%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기관별로는 IMF가 7.0%의 실질GDP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EIU는 7.9%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
벌 금융위기와 함께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2009년 UAE의 경
제성장률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6.0%로 전망하였으며, EIU의 경우 3.8%로 전망치
를 대폭 하향하였다. 세계경제 여건과 국제유가 동향을 감안할
때 UAE의 2009년 경제성장률은 3~4%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많은 대형 건설ㆍ플랜트 프로젝트의 추진과 각종 부동
산 개발 등 공공 및 민간부문의 소비ㆍ투자 증가가 비석유부문
GDP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경제 침체의 여
파로 UAE 경제 역시 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소비와 투자도 상
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5년간의 부동산 개발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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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자산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향후 버블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반면 UAE의 주요 경제현안이었던 물가상승압력은 다소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9~1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2009년에는 7.5~10.8% 수준으로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Ⅰ-2 UAE의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전망기관

IMF

EIU

IMF

EIU

실질GDP성장률

7.0

7.9

6.0

3.8

소비자물가상승률

12.9

15.5

10.8

7.5

자료: IMF(2008.10); EIU(2008.11)

글상자 I-1 UAE 국가 개황

가. 일반사항
□ 국명: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 위치: 중동(아라비안 걸프해 연안, 사우디, 카타르 및 오만과 접경)
□ 면적: 83,600㎢(99% 사막지대)
□ 기후: 고온 다습 아열대성기후 및 사막성 기후(최고 53℃)
□ 수도: 아부다비(Abu Dhabi)
□ 인구: 약 422만 명(06년), 약 449만 명(07년 추정)
□ 주요도시: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샤쟈(Sharjah)
□ 민족: 자국민(약 20%), 외국인(약 80%)
□ 언어: 공용어(아랍어) 상용어(영어)
□ 종교: 회교(수니파 70%, 시아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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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I-1 계속.

□ 건국(독립)일: 1971년 12월 2일(영국으로부터 독립)
□ 정부형태: 7개 에미리트로 구성된 연방 대통령제
□ 국가원수(실권자): 대통령, 쉐이크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하얀(H.H.Sheikh
Khalifa Bin Zayed Al-Nahayan) 2004년 11월 5일 8대 대통령에 취임(임
기 5년)
나. 경제지표
□ GDP: USD1,633억(06년), USD1,926억(07년 추정)
□ 실질경제성장률: 9.4%(06년), 7.4%(07년 추정)
□ 1인당 GDP: USD38,613(06년), USD42,934(07년 추정)
□ 실업률: 3.17%(06년)
□ 물가상승률: 9.3%(06년), 11.0%(07년 추정)
□ 화폐단위: Dirham, Fils(1Dirham = 100 Fils)
□ 환율: USD1 = 3.67 Dirham
□ 외채: USD617억(07년 추정)
□ 외환보유고: USD772억(07년)
□ 산업 구조: 광업(28.3%), 기타 서비스업(38.0%), 농업(3.6%),
(13.9%), 건설업(7.0%), 무역(9.2%)
□ 교역규모: 수출; USD1,789억, 수입; USD1,166억(07년)
□ 교역품: 수출; 원유, 나프타, 알미늄, 수입; 섬유, 전자, 자동차

제조업

다. 한⋅UAE 관계
□ 체결협정 항공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2003.9)
□ 교역규모
우리나라 수출: 2007년 37억 달러(전년대비 27.9% 증가)
우리나라 수입: 2007년 127억 달러(전년대비 2.1% 감소)
□ 교역품
우리나라 수출: 무선전화기, 무선수신기, 섬유, 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
연초류 등
우리나라 수입: 원유, 나프타, LNG, 알루미늄 등
□ 투자교류
대 UAE 투자: 2007년 12월 누계 기준 226건(투자건수), 269백만 달러(투
자금액)
대 한국 투자: 2007년 12월 현재 기준 13건, 6,160만 달러
□ 교민 2,030명(2007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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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구조 및 주요 특징

가. 산업 구조

중동 주요 산유국 가운데 하나인 UAE는 원유ㆍ가스부문 중심
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원유ㆍ가스 생산
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1%이다. 특히 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GDP 내 원유ㆍ가스 비중이 증가 추세인데 2000년
33.7%와 비교할 때 그 비중이 3.4%포인트가 증가하였다. UAE
경제에서 원유ㆍ가스 생산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
은 제조업으로 2006년 GDP의 12.1%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석유화학과 알루미늄 같은 에너지 연관 제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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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적 활발하다. 이외에도 도소매업, 부동산ㆍ비즈니스서비
스, 건설업, 운수ㆍ창고ㆍ통신업, 금융서비스 등이 각각 GDP의
6~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부문들의 GDP 내 비중은 2000년
과 비교할 때 그 비중이 같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표 Ⅰ-3 UAE의 산업별 GDP 구조
(단위: %)

구분

2000년

2006년

명목 GDP 규모(억 달러)

702

1,633

농축수산업

2.9

2.0

광업(원유ㆍ천연가스 생산 포함 )

33.7

37.1

제조업

11.8

12.1

전력ㆍ가스ㆍ상하수도

1.9

1.6

건설업

7.0

7.4

도ㆍ소매업

9.1

10.3

음식ㆍ숙박업

2.1

1.7

운수ㆍ창고ㆍ통신업

6.6

6.4

부동산ㆍ비즈니스서비스

7.6

7.6

사회ㆍ민간서비스

1.5

1.4

금융서비스

5.9

5.9

정부서비스

10.0

6.4

100.0

100.0

합계

자료: IMF(2008.4); UAE National Media Council(20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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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그러나 UAE의 경제규모가 지난 6년간 명목GDP 기준
으로 약 2.3배가량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부문 역시 빠른
성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주요특징

UAE는 세계적 에너지 부국인 만큼 에너지부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 UAE는 세계 총 매장량의 8.1%에 해당하는 978
억 배럴의 원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 원유생산량이
297만 b/d로 중동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이어 세 번
째로 많은 에너지 부국이다. 이러한 관계로 UAE의 경우 원유ㆍ
가스 수출이 총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수
입(收入)은 정부 재정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
다. 에너지부문의 GDP 내 비중도 35% 이상에 이른다. 이에 최
근 고유가 시기의 대표적 수혜국 중 하나로 UAE가 꼽힌다. 최
근 신고유가의 영향으로 UAE는 다시 한 번 오일붐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UAE가 국제유가 변동에 크
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
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UAE 정부는 비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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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으로의 경제다각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성
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타 걸프지역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UAE 역시 비에너지부문으로의 다각화를 통한 지속
적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였으며, 두바이가 선
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UAE는 1970년대부터 적극적인 경제
다각화 정책 추진을 통해 원유ㆍ가스생산 부문의 비중을 지속적
으로 줄이는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부문을 적극 육성해 오고 있
다. 1970~80년대까지 UAE의 총 수출에서 석유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70%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50% 내외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석유수출금액의 GDP 대비 비중 역시 1970년대
60% 수준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30% 초반으로 하락한 반면
비석유부문 수출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Ⅰ-4 UAE 비에너지부문 경제다각화 추이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2004년

70.5

47.6

47.7

29.5

52.4

52.3

수출 비중
석유 수출

68.1

비석유 수출

31.9

GDP 비중
석유 수출

62.7

41.7

33.2

33.5

비석유 수출

29.4

17.5

36.6

36.7

자료: World Bank, MENA Econimic Developments and Prospects 2005

16｜UAE의 주요 산업

특히 GCC 주변 산유국들과 비교를 통해서도 UAE의 비석유ㆍ
가스부문으로의 경제 구조 전환이 진전을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GCC 5개 산유국들 중에서 UAE의 비에너지부문의 GDP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다(그림 I-5 참고). 세계은행은 UAE의 경
제다각화를 모범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며, 주변 걸프지역 산
유국들 역시 UAE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림 I-5 GCC 주요국 비석유ㆍ가스 GDP 비중(2006년)
(단위: %)

UAE

64.4
57.7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52.2

오만

51.8
38.1

카타르
0

20

40

60

80

주: 2005~06년 추정치임.
자료: UAE Yearbook 2007; E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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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6 UAE의 에너지 및 비에너지부문 실질성장률 추이
(단위: %)

주: 2007년은 예측치임.
자료: IMF(2007)

최근 UAE의 경제성장 역시 비에너지부문이 주도하는 양상이
다. 2004년 이후 UAE의 GDP 성장을 에너지부문이 아닌 비에너
지부문이 이끌고 있는 것이다. IMF에 따르면 고유가가 본격화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UAE의 에너지부문 실질성장은 3~6%
내외를 기록한 반면 비에너지부문의 경우 9~12% 내외의 매우
높은 수준의 실질성장을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건설ㆍ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 및 부동산 개발 등 건설업과 관광업의 활
황이 비에너지부문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고유가 이후 유입되

18｜UAE의 주요 산업

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활용해 정부가 석유화학 등 제조업과 관
광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대형 플랜트프로
젝트 발주 및 부동산 개발 등이 내수경기를 부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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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산업 정책

가. 국가발전 전략 개관

지난 2007년 4월에 UAE 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
국가발전 전략을 담은 “The UAE Government Strategy”를 발표하
였다. UAE의 당면문제, 발전목표 및 주요 정책방안 등을 종합적
으로 밝히고 있는 이번 발표는 UAE 정부가 주기적인 발전계획
(예: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연방 차원
에서 종합 비전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균형발전(sustainable and
balanced development)’과 ‘삶의 질 향상(high standards of livin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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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위하여 정부 행정부문에 국제적 관행(International Best
Practices)을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향상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 전략에서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6대 분야별 정책방향
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사회개발, 경제발전, 공공부문
발전, 정의와 안전, 인프라, 농촌개발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먼
저, 사회개발 분야 발전을 위하여 교육과 의료의 질적 향상, 인
구불균형 해소, 에미리트화(Emiratisation) 촉진, 최소한의 근로환
경 보장, 청년층의 역할 증대 등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
다. 그리고 경제발전 분야에서는 경제성장 촉진, 국가경쟁력 강
화, 법률과 규제의 개선, 연방정부의 경제 정책 집행능력 강화,
자국민 육성정책의 추구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
다. 공공부문 분야에서는 전략수립능력 향상, 통합성과관리체계
설계, 공공서비스 개선, 중간관리자 육성, 능력위주 원칙 확립,
전자정부사업 강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정의
와 안전 분야에서는 규제투명성, 법조인력의 질적 제고, 자국민
육성정책 확대, 국제관행 도입, 국가비상대응체계 확립 등을 정
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주택, 도로, 운송분
야 등의 인프라 공급 확대, 인프라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과적
관리, 에너지와 물의 효율적 소비, 재생에너지 개발,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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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7 UAE의 연방정부 종합전략(2007년) 개요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목표

에미리트 정부간 협력
정부 규제․정책기능 개선
정부기관 효율성 제고
종공부문 인적자원 개선
정책간 일관성 유지
규제․법률의 개선

일반원칙

6대분야

사회개발

경제발전

공공부문 발 전

정의와 안전

인 프 라

경제발전
- 인적개발투자
확대
- 생활환경 개선
- 기초서비스 제공

핵심
정책방향

- 교육․의료 질 향상 - 국가경쟁력 강화
- 에미리트화
- 법률․규제 개혁
- 인구불균형 해소
- 자국민 육성정책

- 전략수립능력 강화
- 공공서비스 개선
- 전자정부사업 강화

- 규제의 투명성
- 국제관행 도입
- 비상대응체계 확립

- 주택․도로 확충
- 에너지․몰 소비
효율화
- 재생에너지 개발

주요
정책과제

- 교과과정 개선
- 병원, 경영능력
강화
- 자국민화프로그램
지원

- 리더십 양성교육
- 전략수립팀 설치
- 공무원법 현대화

- 사법행정 IT화
- 사법정차 개선
- 비상기획청 설치

- 주택펀드 확충
- 농촌위원회 설치
- 주택공급계획 수립 - 자기개발 교육
- 민간분야 인프라 - 중소기업 경영
참여 유도
역량 지원

- 국가경쟁력위원회
설치
- 국가통계청 설치
- 직업훈련기관 설립

자료: 박복영⋅박철형(2007)

강화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농촌개발 분야
에 대하여 농촌의 인적개발투자 확대, 생활환경 개선, 양질의 기
초서비스 제공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나. 경제발전 전략

UAE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게 수립된 경제분야 발전 전
략이 없으나 각종 정부문헌이나 경제 정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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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UAE의 궁극적인 경제발전 목표
는 △ 안정적인 원유수입유지, △ 산업다각화, △ 자국민경제활
동참가 확대, △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로 정리된다. 사회주의적
분배구조의 성격을 띤 산유국의 특성상 석유의존적 경제 구조의
불안정성과 취약한 제조업, 자국민의 낮은 교육 및 기술 수준,
외국인노동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 높은 인구증가율 등이 UAE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이 직면한 경제적 문제점들이기 때문이다.
먼저 원유수입(收入)의 안정적 유지는 UAE 경제전략의 최우
선 의제로 꼽을 수 있다. 원유수입은 재정수입과 경제시스템 유
지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UAE의 경우 원유수입이 총수출과 재
정수입의 70% 이상,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므로 유가하락
및 원유수출 감소는 국가경제에 치명적이다. UAE는 OPEC의 핵
심회원국으로 OPEC의 산유량 조절을 통해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OPEC의 2007년 목표유가는 7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OPEC 회원국들은 그 이상의 지나친 유가상승을
경계하고 있다. 유가급등이 세계경기 둔화와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을 야기해 석유수요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편 UAE 정부는 증가하는 세계석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에
는 최대유전인 자쿰(Zakum)유전 개발확대 등 석유 생산능력 확
충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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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8 UAE의 경제발전 전략 개념도

자료: 대외경제 정책연구원(2007)

다음으로 산업다각화를 꼽을 수 있다.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
한 현재의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Post-oil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산업다각화가 UAE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인 것이다. 두바이의
허브전략, 문화ㆍ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 제조업 육성 등 대부
분의 경제 정책은 산업다각화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에미리트화(Emiratisation)는 자국민의 고용을 확대하여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정책이다. 특히 민간부문에
서 자국민의 경제활동 참가가 극히 부진하므로 동 부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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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의 노동력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외국노동력을 자
국민으로 대체한다는 정책목표이다. UAE의 경우 전체 노동력
중 자국민의 비중은 20%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특히 민간부문의
노동력은 2%에 불과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나 인력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 산업다각화 정책

UAE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한 석유의존적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Post-oil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서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다각화의 주요 대상은 에너지
연관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문화ㆍ관광ㆍ금
융 등의 서비스산업이다.

1) 제조업
UAE의 제조업 육성은 초기에는 석유화학과 비료, 시멘트, 알
루미늄 등 에너지 연관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전자,
기계, 식품 등의 영역으로 투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보안장비, IT제품, 의료장비, 스포츠용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
업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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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지난 5년간 제조업 분야에 약
192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중 약 60%는 외국인과의 합작투
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업종별로는 식음료산업에 86억 4,000만
달러가 투자되어 전체 제조업 투자금액의 45.0%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화학산업에 41억 9,000만 달러가 투자되어 전체의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굴산업 투자가 22억 9천만 달러로
11.9%, 금속산업 투자가 19억 8천만 달러로 10.3%, 기계산업 투
자가 10억 9천만 달러로 5.7%를 차지하였다.
특히 에너지연관 제조업은 UAE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부 차원의 적극
적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UAE는 풍부한 원유ㆍ가스자원을 보
유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의 원료 조달로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
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UAE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설비능력
확충과 다운스트림 부문으로의 진출에 역점을 두며, 알루미늄,
비료 산업 등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UAE 정부는 2008년에
서 2012년까지 5년간 석유화학산업에 약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
획이다. 현재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는 200억 달러 규모의 에틸
렌과 폴리에틸렌 생산플랜트 건설을 추진 중이며, 아부다비폴리
머사는 에틸렌과 폴리에틸렌 생산을 각각 연간 140만 톤씩 확충
하기 위한 플랜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비료 생산능력 확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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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플랜트 건설도 추진 중인데 10억 달러를 투자해 요소 생산
능력을 3,700톤/일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2,000톤/일의 암모니아
생산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는 중국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석유화학시설(PTA, PVC 생산) 건설계획을 발
표하였다. DUBAL과 Mubadala Development가 연간 120만 톤의
제련규모와 사업규모 50억 달러에 이르는 알루미늄 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철강 생산 증대를 위하여 4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철강생산 능력을 연간 100만 톤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2) 정보통신산업
UAE는 ICT산업을 미래성장동력, 생산성 향상수단, 청년층 일
자리창출 유망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무선통신산업, 전자
정부사업, U-city 사업을 중심으로 동 부문을 육성한다는 전략

표 Ⅰ-5 UAE의 산업별 제조업 투자현황(2002~06년)
(단위: 억 달러, %)

식음료 화학

채굴

금속

기계

제지,
출판

섬유

목공

기타

총계

금액

86.4

41.9

22.9

19.8

10.9

4.9

2.6

2.1

0.5

191.9

비중

45.0

21.8

11.9

10.3

5.7

2.5

1.3

1.2

0.3

100.0

자료: KOTRA(200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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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감독 및 육성을
전담하는 최고위원회(Supreme Committee)를 설치하고, 통신규제
청(TRA: Telecom Regulatory Authority)이 통신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국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기업의 진입을 엄격히 제
한하고 있으며, 국내독점으로 성장한 국영통신회사 Etisalat는 인
근 10여 개 국가에 진출하였다. 또한 ICT산업 육성을 위해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정부구축에 연간 500만 달러를 투
자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한 해외 IT기업 유치에
적극적이다. IT 클러스트로 육성 중인 두바이의 경제자유구역
‘인터넷시티(Internet City)’의 경우 MS, IBM, Oracle, Compaq,
Dell, Siemens, Canon, Ericsson, HP, Cisco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을
포함한 700여 개의 IT기업이 진출해 있다.

3) 문화ㆍ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
UAE는 산업다각화의 일환으로 문화ㆍ관광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규모 관광단지 및 부동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UAE는 고유한 문화자원이나 자
연자원이 거의 없는 관계로 Landmark 건축, 고급 리조트 건설,
대형이벤트 개최, 해외 박물관유치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두바이는 이 분야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아부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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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한 다른 에미리트들도 관광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두
바이의 경우 2015년까지 호텔ㆍ항공ㆍ관광 인프라부문에 약
3,5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아부다비는 관광산업 개발을
위해 2012년까지 약 54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라. 외국인투자 정책 및 조세 제도

1) 외국인투자 제도
UAE는 비석유부문 육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
이다. 이에 원유ㆍ가스 및 금융업을 제외한 여타산업에 대해서
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대체의무, 수출의
무, 국산화의무, 외환통제 등 각종 규제가 없으며, 특히 법인세,
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이 없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은행업, 상업
용 부동산 임대업, 석유산업 등 세 가지 업종을 제외한 일반 기
업과 개인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면세된다. 다만 기업들은 매년
사업자면허(Trade License)를 갱신할 때 납부하는 ‘등록비’를 부
담해야 한다.
또한 제한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도 허용하고 있다. 아
부다비가 2005년에 외국인소유인정 법령을 개정하여 투자개발
지역 내에서의 외국인 지상권을 인정하였으며, 2006년에는 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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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토지소유권 인정 법령을 발표하여 외국인에게 두바이정부
가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토지를 소유하거나 99년간 임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UAE에서는 외국인투자시 지분 소유가 49%까지만 허
용된다. 따라서 자유무역지대 이외의 지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
할 경우 외국인은 지분참여만 가능할 뿐 경영권은 행사할 수 없
다. 외국인 소유의 법인 설립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명목상 현지인을 파트
너로 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
국인이 100%를 투자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더라도 서류상으로는
UAE 국적을 가진 현지인이 지분의 51%를 보유하여야 하며, 이
에 대한 대가로 현지인 파트너에게 매년 일정액의 ‘스폰서 비용’
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UAE 정부는 2008~09년 중 회사법의 개정을 통해 외국
인의 100% 지분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를 허용할 업종과 관련해서
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으나 서비스, 의료, 교육 등 외국
인의 투자가 절실한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지분 제한이 철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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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I-2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

ㅇ 법인세ㆍ소득세 등 면세
ㅇ 투자된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 반가공품, 기계류 및 장비 수입시
ㅇ
ㅇ
ㅇ
ㅇ

관세 면세
외환통제 전무
수입규제 전무(마약, 주류, 무기류 등 일부 품목은 제외)
공장부지, 전력, 산업용수 등의 저렴한 비용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양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 경제자유구역 조성
UAE 정부는 국내의 불리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중동지역의 분야별 허브로 부상하기 위
해 경제자유구역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free zone)
은 無세금, 無제한 외환거래, 無협찬(스폰서십), 無노동쟁의 등 4
무(無) 정책으로 대변되는 친기업적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인의 법인 설립이 가능하므로
현지인을 사업파트너로 삼아야 하는 스폰서 제도가 적용되지 않
으며, 또한 외국인에 대한 투자지분 제한이 없어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금 및 관세 면제
뿐만 아니라 외환통제가 전무한 것 역시 경제자유구역 내에 동
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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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I-3 UAE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ㅇ 100% 기업소유권 인정
ㅇ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금ㆍ관세 면세
ㅇ
ㅇ
ㅇ
ㅇ
ㅇ

무제한 외환거래
자금의 본국 송금 100% 가능
외국기업에 100%의 면세와 등록ㆍ자격조건 완화
법률 및 지적재산권 보호 보장
50년간 토지 임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UAE의 7개 에미리트 중에서는 두바이의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 가장 대표적인데, 두바이는 선도적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
해 중동의 물류, IT, 관광의 허브로 부상하는 데 성공하였다. 두
바이의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은 제벨알리, Media city, Internet
city, Knowledge village, Healthcare city 등으로, 제벨알리 자유무
역지대에는 혼다, 필립스, 소니, 노키아, 삼성 등 글로벌기업을
비롯한 전 세계 100여 개국 약 5,0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인터넷시티(Internet City)의 경우 MS, IBM, Oracle, Compaq, Dell,
Siemens, Canon, Ericsson, HP, Cisco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을 포함
한 700개의 IT기업과 5,500명의 외국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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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6 UAE의 경제자유구역 조성 현황(2006년)

분야 항만
국명 물류

항공
물류

경공업 중공업 ICT

두
바
이

1985

1999

1985
2000
2004

아부
다비

개발중

-

-

기타

1987
1988
1995
2000

-

1987
1988
1995
2000

미디어엔터
교육
테인먼트

1985 1999
2001
2000 2000
개발중
2004 개발중

2004 1996

개발중

-

의료

금융

생명 첨단
기타
공학 기술개발 틈새분야
2000
2001

2003 2003 2004 개발중 개발중

2002
7건
개발중

-

-

-

개발중

-

-

-

개발중

-

-

-

-

개발중

개발중

주: 숫자는 조성시기
자료: 박복영 외(2006)

3) 조세제도
UAE는 법인세, 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이 없는 ‘세금천국’으로
유명한데, 외국인투자 촉진과 중개무역 활성화가 그 목적이다.
은행업, 상업용 부동산 임대업, 석유산업 등 세 가지 업종을 제
외한 일반 기업과 개인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면세된다. 뿐만 아
니라 판매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및 사회보장세 등 각
종 세금도 면세된다.
다만 세금부과 대신 정부는 각종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비자
발급 수수료와 사업자등록 수수료, 사무실과 주택 등의 임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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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등이 부과된다. 사업자 등록 수수료의 경우 기업들은 매년
사업자면허(Trade License)를 갱신할 때 납부하는 ‘등록비’(약
3,000 달러)를 부담해야 하며, 사무실과 직원주택에 대한 임차료
의 일정비율(5~10%)이 임차수수료의 명목으로 징수된다.

마. 통상 정책

1) 자유무역협정(FTA)
2008년 5월 현재까지 UAE는 FTA를 체결한 건수가 없다.
UAE는 개별 협상을 통해 신속히 FTA를 체결하기를 원하지만
GCC 내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개별적 추진에 강한 반감을 표시
하고 있다. UAE는 미국, 호주 등과 개별 FTA 협상을 추진하였
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회원국의 반발로 보류되었다.
GCC 국가들은 개별 회원국 단위가 아닌 GCC 전체 차원에서
FTA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GCC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과 FTA를 추진
중이지만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GCC 국가들의 FTA
체결은 경제적 실익추구보다는 개방의 상징성, 국제적관행의 도
입, 전략적 지위의 활용 등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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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7 GCC의 주요국과의 FTA 추진 현황(2007년 말 현재)

현
협상단위 형태

체 결

협 상

추 진

GCC-EU
GCC-MERCOS
UR

블록 대 블록

GCC-시리아
(2005)
블록 대 개별

황

GCC-싱가포르
(타결, 2008)

GCC-중국
GCC-일본
GCC-인도
GCC-호주
GCC-터키
GCC-뉴질랜드

GCC-한국
GCC-이란

GCC-요르단
개별 대 개별

바레인-미국
(2004)

UAE-미국
UAE-호주

오만-미국(2005)

쿠웨이트-미국

카타르-미국

자료: www.bilaterals.org

2) 무역 및 관세제도
1996년 WTO에 가입한 UAE는 중동의 대표적 중계무역국가
로서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있으며 특별한 무역규제나 관리제도
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아랍국가들 간의 이스라엘 보이콧 규
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이스라엘 부품을 사용
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수입관세는 2003년 1월부터 발효된 GCC 관세협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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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 국가 모두가 공산품에 대해 5%의 공통관세를 부과하고 있
다. 다만 술과 담배에 한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술의 경
우 50%, 담배의 경우 100%의 수입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UAE가 중계무역 허브를 지향하는 관계로 재수출의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용 물품 수입시 BE(Bill of Entry) 상
에 재수출용 물품임을 기재하고 산정된 관세를 일단 납부한 뒤
BE상의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수출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수입대상자와 수입목적, 수입품목 등에 대
해 무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수입대상에 따른 면세의 경우 UAE
내 각 에미리트별 왕족용으로 수입되는 제품과 연방정부 산하
각 부처와 에미리트 정부 부처에서 직접 수입하는 제품, 군대와
경찰용으로 수입되는 제품, 외국 외교관이 수입하는 제품, 병원,
의료지원단, 자선단체, 국립 스포츠 클럽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
로 수입하는 제품 등에 대해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수
입 목적별 면세혜택의 경우 GCC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과 환적
되는 제품, 무료 견본품, 광고를 위한 각종 카탈로그 등 문서류,
전시회 등 공공목적을 위한 35mm 상영물, 전시회에서 전시된
후 곧바로 반출되는 제품, 국제항공사들이 자사의 항공기 정비
용으로 수입하는 제품, 항공유 및 각종 윤활유 등은 면세 혜택
이 주어진다. 끝으로 UAE가 지정한 면세제품 목록은 [글상자
I-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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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I-4 UAE 면제 품목 리스트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산동물 (말, 양, 염소, 가금류, 노새, 당나귀 등)
생고기, 냉동고기, 염장고기, 내장류(소과동물, 말, 노새, 당나귀)
산생선
냉동 또는 생 생선살 (생선각 등 법조항 No. 03.04 조항에 해당치 않는 것)
건조, 염장, 훈제된 생선등
가공하지 않은 원유(소, 양등의)
가공유, 요구르트, 치즈 등
조류의 알, 천연꿀
산식물, 야채(감자, 토마토, 양파, 마늘, 파류식물, 양배추, 콜리플라워, 케
일, 상추, 치커리 등)
견과류, 과일, 향신료(계피, 바닐라, 씨앗, 생간, 사프론 등)
곡류 (밀, 보리, 귀리, 옥수수, 쌀 등)
파종용 씨앗
음료용 생수, 소금, 수혈용 혈액, 법조항 No.30.01, 30.05, 30.06 에 해당
하지 않는 의약품)
비료, 인쇄물(서적, 브로셔, 신문, 잡지 등)
다이아몬드 원석 및 가공석 (세팅되기 전 단계), 천연 및 양식 진주(세팅되
기 전 단계)
금, 은
비합금 철강원자재 등
기타

자료: KOTRA

검역ㆍ통관의 경우 식품, 의약품 등 사용자의 건강에 직결되
는 제품은 연방 보건성과 두바이 보건성에서 엄격한 기준하에
사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기준 미달제품은 수입 금지된다.
전기, 전자, 기계류 등 공산품은 UAE 자체적인 공업규격은 없으
나 대부분 UL, CE 등 국제 규격을 반드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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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사전에 인증을 획득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3) 외환 제도
UAE의 환율 정책은 자국의 화폐가치를 미국달러에 고정시키
는 제도인 달러페그제를 채택하고 있다. UAE의 대미 달러 환율
은 달러당 3.67디람으로 매년 변동 없이 운용되고 있다.
UAE는 외환에 대한 통제가 없으며 무제한 외환 반출입이 가
능하다. 환전은 환전소와 은행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불법 자금세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UAE 정부당국과
CBU(UAE중앙은행)는 ‘KNOW YOUR CUSTOMER’ 정책을 실
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전소와 은행은 외환 송금시 환전소는
신분증 확인, 은행의 경우에는 구좌 개설시 자금의 출처를 점검
하며, 2,000디람(약 600달러)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
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바. 노동 정책 및 노무 제도

1) 에미리트화 및 인적자원 개발
UAE는 전체 인구의 75~80%를 외국인이 차지할 만큼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특히 자국민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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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관계로 민간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노
동력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충당된다. 외국인 노동자 중 비
숙련ㆍ반숙련 노동자는 인도, 파키스탄 등 서남아지역과 필리핀
등 동남아지역, 주변 아랍국가 출신이 대부분이며, 고급엔지니
어와 전문직은 유럽 등 서구 출신이다.
이에 UAE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
고 외국인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노동력 현지인
화 정책인 에미리트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민간부문 내에
서는 단 2%에 불과한 자국민의 경제활동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위하여 정부는 자국민 의무고용제도나 인력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국민 의무고용제도의 경우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UAE 내에
서 영업 중인 모든 은행 및 보험사는 전체 고용인원의 일정 수
준 이상을 자국민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999년부터
UAE 내에서 영업 중인 은행은 연간 고용인력의 4% 이상을 자
국민으로 고용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경우 2001년부터 연
간 고용인력의 2% 이상을 자국민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였는
데, 2003년에는 의무고용 비율을 5%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무역
업을 영위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전체
고용의 2% 이상을 자국민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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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에서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비자 및 각종 인허가
등 대 정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PRO(Public Relation Official) 직
책을 자국민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2006년 6월
에는 법령 제정을 통해 기업의 비서직과 인사(Human Resources)
관리직종을 UAE 자국민들로 대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자국민의 취업대상 직종을 관리직으로 높임으로써 일자리의 수
준을 제고하고 자국민의 민간부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
다.
그리고 2006년부터 UAE 노동부는 자국민 고용에 한해 민간
부문에서 최저임금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자국민 고용에 따
른 최저임금 수준은 학력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초등학교 학
력의 월 최저 급여는 약 850달러이며, 중학교 학력의 월 최저 급
여는 약 1,100달러, 고등학교 이상 학력의 월 최저 급여는 약
1,400달러로 정하고 있다.
한편 UAE 정부는 산업발전이나 에미리트화의 부진이 근본적
으로 자국민의 인적자원 부족에 있다고 판단하고, 교육 및 직업
훈련 강화를 통한 인적자원의 수준 향상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
정하고 있다. UAE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
하고 있데, 기본적으로 공교육은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되
며 정부자금으로 매년 수천 명에게 해외유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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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UAE는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과 일자리를 국민에게 제공
하는 ‘지대수입형 국가(rentier state)’이므로 국민들의 교육에 대
한 인센티브가 낮은 편이다. 또한 연방예산의 상당부분을 교육
에 투입하고 있지만, 교과과정이 직업능력과 무관한 종교교육이
많아 교육의 질에 대한 내부 비판도 높다. 이에 최근 교육정책
의 핵심을 공교육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프로그램 도입에 두고 있다. 학교 컴퓨
터 보급과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IT기반 교육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전문기술교육 강화를 위해 IBM, Microsoft 등
다국적기업과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
육과 기술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유치와 공동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소르본느대학 아
부다비 캠퍼스와 두바이 Knowledge Village 등이 대표적 예이다.
표 Ⅰ-8 UAE의 교육관련 주요 지표

성인 문자해독률

77%

학교수

1,463개

초등학교 진학률

83%

대학 현황

2개 종합대학, 12개
기술대학

중등학교 진학률

71%

교육예산 비중

25%

총 학생수

65만 명

학생/교사 수

15명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UAE Yearboo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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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무 제도
UAE의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법은 연방노동법(Federal Labor
Law)으로 고용계약, 근로시간, 휴가, 산재보상 등을 포괄하고 있
으며,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노동법상 최대 근
로시간은 1일당 8시간, 1주당 48시간이며, 1년 근무 후 매년 30
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자국민을 고용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
(Labor Department)에 서면으로 근로자 이름, 연령, 채용일, 급여,
근로내용 및 등록카드 번호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외국인이
UAE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UAE 현지 스폰서를 통해 입국비자
(entry visa) 및 취업허가(work permit)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 입
국 후에는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를 취득해야 하며, 개인의료
보험 가입 또는 현지 보험당국으로부터의 Health Card를 발급받
아야 한다.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에는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고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명시
된 경우에는 3개월과 잔여 계약기간 중 짧은 쪽을 택하여 당해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피고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피고용자에
게는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퇴직금은 2년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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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9 UAE 직종별 급여 수준
(단위: AED)

구 분

C, D사
(호텔)

S사
(건설)

Z사
(법률)

K사
(서비스)

G사
(인력)

-

10,000
- 15,000

-

-

8,000
-12,000

노무일반

2,500
-3,000

400
-500

-

-

600
-700

관리직일반

8,000
-10,000

10,000
–15,000

10,000
-12,000

8,000
-1,6000

-

사무직일반

-

2,500
–3,000

3,500
-4,000

5,000
-8,000

-

호텔서비스

6,000
-13,000(영업)

-

-

-

8,00010,000

전문직

-

-

15,000
-25,000

8,000
-1,6000

7,000
-80,000

운 송

-

2,000
–3,000

-

2,500
-3,500

2,000
-3,000

엔지니어링

주: 1) 초과 수당 제외
2) 한국인, UAE 자국민, 유럽 등 선진국 노동자 제외
3) G 사의 경우 인력공급회사로 고객사의 급여수준 평균치
자료: KOTRA

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UAE는 인력수급 필요에 따라 상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
어 대부분 급여는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UAE
민간부문 노동력의 9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으

Ⅰ. UAE의 경제 구조와 경제 정책｜43

며 국적, 학력, 경력, 자격 조건, 업무 능력 등에 따라 임금 차이
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종 및 직급에
따른 급여수준은 각 건별로 매우 상이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직
종별 평균 임금을 단순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코트라 현지 무역관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비숙련 노동의 경우
월 급여가 140~220달러 수준이며, 숙련공의 월 급여는 270~540
달러, 감독 및 관리자 월 급여는 1,600~2,700달러 수준으로 파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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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설업
1/
2/

5/

건설시장 현황

주요 정책 및 제도

3/

지역 및 부문별 동향

4/

선도기업의 사업 현황

외국인투자 동향 및 성공 사례

6/

전망 및 평가

1
건설시장 현황

중

동 건설업은 GCC1)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지속적인 호
황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페트로달러 강세를 바탕으로

한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 사회 인프라 확충은 물론 외부 유입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GCC 지역 내 건설업 부문 시장규모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지속적인 호조세를 바탕으로 점증하고 있다. [표 Ⅱ

1)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는 1981년 페르시아만 연안 6개국(사
우디,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간 결성된 지역협력체로 1983년 역
내무역자유화(Free Trade Zone)를 추진한 이래 2003년 관세동맹(Customs Union)으
로 발전하였으며 2010년 통화단일화(Single Currency Monetary Union)를 추진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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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이 2007년 10월 진행 중인 걸프지역 건설프로젝트 규
모2)는 1조 2,000억 달러 이상으로, 프로젝트 수는 1,654개 이상
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도로, 교량, 공항, 항구 등 기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및
주택 등 민간 건설부문을 포함한 것인바, UAE는 GCC 지역 내
전체 건설시장 규모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UAE 일간지 Gulfnews가 Proleads사의 보고서 인용을 통해 보
도한 바에 따르면 2006년 현재 크레인의 경우 전세계의 24%인
3만여 개가 두바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2007년 10월 기준
UAE 부동산 건설 관련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규모는 390여 개,
금액으로는 4,3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향후 UAE의 행정수도
인 아부다비 건설시장 활성화로 시장규모는 두바이 및 아부다비

표 Ⅱ-1 2007년 10월 기준 진행 중인 GCC 및 UAE 건설 프로젝트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전체 건설시장 규모
지역

주택 건설

상업용 건설

규모

프로젝트수

규모

프로젝트수

규모

프로젝트수

GCC

12,500

1,654

810

340

170

144

UAE

4,300

390

590

230

100

81

자료: Gulfnews, Proleads

2) Gulfnews(2007.11.26)에 따르면 11월 현재 진행 중인 걸프지역 내 건설 프로젝트는
총 3,519개로 약 2조 5천억 달러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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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8년 6월 기준 UAE 전체 프로젝트 규모(진행 및 예정
포함)는 [표 Ⅱ-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총 8,822억 달러이며,
이 중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인 7,346억 달러에 이르
고 있다.
2006년도 UAE의 GDP 중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7.4%
로서 금액으로는 125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2001년 48억 달러
대비 2.5배 이상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2001～06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그림 Ⅱ-1 참고).

표 Ⅱ-2 2008년 6월 기준 UAE의 부문별 프로젝트 규모

분 야

금액(억 달러)

비중(%)

건설

7,346.54

83

산업

222.74

3

석유 및 가스

567.42

6

석유 화학

194.50

2

전력

414.04

5

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76.85

1

8,822.09

100

총계
주: 진행 및 예정 프로젝트 포함
자료: MEED Project Market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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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2002-06년 UAE 건설부문 GDP 규모 및 증가율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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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08 UAE yearbook, IMF country report 2007 Oct, UAE 중앙은행

그림 Ⅱ-2 2006년 UAE의 산업별 GDP 비중

<2006년 UAE의 산업별 GDP 비중>
기타

정부서비스
부동산 6.4%
7.6%

석유 및 천연가스

1.9%

부문
36.7%

금융 및 보험
5.9%
교통 및 통신
6.3%
호텔 및 요식업

농업
2.0%광업
0.2%
석유 및 가스 처리 관

1.7%
도소매업
10.3%
건설
7.4%

련 제조업
전기 및 수도 비석유 제조업
1.6%

4.7%

7.4%

자료: 2008 UAE yearbook; IMF country report(2007.10); UAE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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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Ⅱ-3]와 [그림 Ⅱ-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부동산,
교통 및 통신, 제조업,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 도소매업 등의 고
른 성장은 궁극적으로 건설부문에 직간접인 영향을 미쳐 다각
적인 발전과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3 2001~06년 UAE 건설 및 건설 관련 산업의 GDP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831

19,383

25,593

34,239

48,110

62,062

석유 및 가스 처리
관련 제조업

4,261

4,328

4,926

5,569

7,394

7,949

비석유 제조업

5,498

6,147

6,800

8,364

9,604

12,449

건설

4,846

5,966

7,242

8,048

9,717

12,534

도소매업

6,344

8,026

9,850

12,072

14,722

17,372

교통 및 통신

5,443

6,039

6,859

7,573

9,067

10,699

부동산

5,462

6,257

7,043

8,338

9,978

12,811

자료: 2008 UAE yearbook; IMF country report(2007.10); UAE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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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정책 방향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각각 2015 두바이 경제개발계획(Dubai
Strategic Plan 2015) 및 2030 아부다비 도심개발계획(Plan Abu
Dhabi 2030: Urban Structure Framework Plan)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 개발계획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계획을 통해
궁극적으로 균형 있는 경제발전 모색 및 도심 환경개선과 균형
있는 신도시 건설을 도모하고 있다.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외부 인구에 따른 주거 및 사무공간 수
요 폭증 예상에 따라 건설수요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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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비의 경우 2030년 인구를 300만 명으로 예측하고 지역 전체
의 교통, 주거, 편의시설 등을 총괄하는 유기적인 건설계획을 마
련하고 있다.

나. 건설 및 부동산 관련 규정
1) 건설 관련 규정
UAE는 에미리트별로 건설면허 등급기준이 상이하다. 이로 인
해 건설업에 진출코자 하는 외국회사의 경우 지역별로 각각 건
설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아부다비의 경우 Regulation No. 4/1980에 의거하여 건설사 등
급위원회(Classification of Contractors Committee)에서 건설면허 등
급을 부여받으며 동 규정 9항 및 22항에 의거, 격년제로 건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아부다비 건설면허 등급은 총 6개로 구
성되어 있으며 등급과는 별도로 각 건설사는 시공 가능영역(총
8개)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건설등급 등록(Classification of
Contractors Register)을 완료한 후 아부다비 정부 건설발주 응찰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두바이 건설면허 등급 기준은 Local Order No. 89/1994
및 Administrative Decision No 51/1998에 규정되어 있으며 면허
갱신 단위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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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아부다비 건설면허 등급 기준

등급

자본금/
자산
기준

기술 인력 보유 기준

시공 경험

시공 가능
공사 범위

특

2천만
AED
이상

15년 경력 이상의 chief engineer 1
인 이상(정규직)
8천만 AED
12년 경력 이상의 engineer 1인 이
5천만
이상 규모
상(정규직)
공사 3건 이상 AED 이상
10년 경력 이상의 engineer 2인 이
시공
상(정규직)
회계 담당자 1인 이상(정규직)

1

1천만
AED
이상

12년 경력 이상의 engineer 1인 이
4천만 AED
상(정규직)
이상 규모
5년 경력 이상의 engineer 2인 이상
공사 2건 이상
(정규직)
시공
회계 담당자 1인 이상(정규직)

2천만
AED
-9천만
AED

2

5백만
AED
이상

10년 경력 이상의 engineer 1인 이
2천만 AED
상(정규직)
이상 규모
5년 경력 이상의 engineer 1인 이상
공사 2건 이상
(정규직)
시공
회계 담당자 1인 이상(정규직)

1천만
AED
-5천만
AED

3

3백만
AED
이상

1천만 AED
7년 경력 이상의 engineer 1인 이상
이상 규모
(정규직)
공사 2건 이상
회계 담당자 1인 이상
시공

5백만
AED
-3천만
AED

4

1백만
AED
이상

3백만 AED
2백만
5년 경력 이상의 engineer 1인 이상
이상 규모
AED
(정규직)
공사 2건 이상 -1천 5백
시공
만 AED

5

5십만
AED
이상

3년 경력 이상의 engineer 1인 이상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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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백만
AED 이내

표 Ⅱ-5 두바이 건설면허 등급 기준

등급

1

시공
범위

등급 기준

면허 취득자 기준
. UAE 자국민: 최소 경력 10년
. 외국인: 최소 경력 15년
무제한 직원 기준
. 설계사 3인 이상 채용(10년 이상 경력 소유)
. 토목 기사(civil engineer) 3인 이상 채용(10년 이상 경력 소유)
. 기사(engineer) 1인 이상 채용
면허 취득자 기준
. UAE 자국민: 최소 경력 5년

2

3

12층

4층

. 외국인: 최소 경력 7년
직원 기준
. 설계사 2인 이상 채용(7년 이상 경력 소유)
. 토목 기사(civil engineer) 2인 이상 채용(7년 이상 경력 소유)
. 기사(engineer) 1인 이상 채용
면허 취득자 기준
. UAE 자국민: 최소 경력 3년
. 외국인: 최소 경력 5년
직원 기준
. 설계사 1인 이상 채용(5년 이상 경력 소유)
. 토목 기사(civil engineer) 1인 이상 채용(5년 이상 경력 소유)
. 기사(engineer) 1인 이상 채용

최근 두바이 정부는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
다. 에스크로 제도란 개발업체들이 부동산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의 일부분을 에스크로 계좌에다 예치하도록 하는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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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개발업체는 예치된
자금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금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
다.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는 반면, 개발업체들의 사업추진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작
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2) 부동산 관련 규정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2002년 5월 두바이 정부가 특정 지역
에 한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ownership of freehold property)
을 인정하는 법령(decree)을 마련하면서 UAE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06년 3월 13일 두바이 토지등기법(The Land Registration Law
of The Emirate of Dubai) 제정을 통하여 소유이전등기 등에 관련
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소유 및 구매 가능지역을 지정
하였다. 동 법령에 의거 외국인은 자유 보유권(통칭 프리홀드
/freehold), 사용 수익권(usufruct), 99년 장기 임대권(leasehold right
for a period not exceeding 99 years)을 보장받으며 발주사는 프로
젝트별로 자유 보유권 또는 99년 장기 임대권 등으로 나누어 판
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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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UAE의 주요 건설기자재 가격동향
(단위: ton, ㎥)

평균 가격(AED)
대분류

시멘트
(ton)

철강
(ton)

콘크리트
및 모래
(㎥)

소분류

2007년
2/4분기

2007년
4/4분기

원산지

2006년도
내황산염 시멘트

344.58

355.00

400.00

UAE

포틀랜드 시멘트

338.94

352.50

400.00

UAE

백색 시멘트

477.00

515.00

540.00

UAE

석회 시멘트

382.08

562.50

633.75

UAE/오만

석고 시멘트

259.00

240.00

250.00

UAE/이집트

Flat

2235.42

2487.50

2500.00

터키/UAE

Angled

2375.00

2475.50

2500.00

한국/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Bar(6-8m)

1850.00

2450.00

2470.83

UAE/터키/
사우디 아라비아

hightensile

1980.00

2425.00

2562.50

UAE/터키/카타르

peems

2169.00

2412.50

2500.00

한국/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콘크리트
믹스(일반)

232.38

223.33

225.67

UAE

콘크리트
믹스(내황산염)

237.13

228.67

230.67

UAE

백색 모래

37.42

48.20

40.33

UAE

흑색 모래

38.43

42.25

40.33

UAE

골재(3/4)

35.84

41.80

40.00

UAE

자료: 두바이 정부 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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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업 위기관리 대책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의 여파는 UAE에도 예외없이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은 발주처
및 시공사 모두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된 바 있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과 자재비 앙등에 따라 건설기자재 비용이
증가했으며 결과적으로는 건설 시공사의 장기적인 수익률 하락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에 건설기자재 중 시멘트(HS Code 252310, 252321, 252329,
252330, 252390) 및 철강 제품(HS Code 721400, 721410, 721420)
에 부과되던 관세 5%를 2008.3.18일 UAE 수상령으로 전격 철폐
하기로 결정하였다. 업계에서는 동 조치가 건설기자재 난 해소
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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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및 부문별 동향

가. 두바이

1) 부동산시장 여건
2007년 4월 발간된 두바이 상공회의소(DCCI)의 월간 보고서
에 따르면 1975～2005년간 두바이의 연평균 인구증가율(CAGR)
은 6.9%이다. 두바이 인구는 2005년 132만 명으로 1995년의 58
만 명 대비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2010년에는 184
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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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1975~2006년 UAE의 지역별 인구구성
(단위: 명)

지역명

1975년

1985년

아부다비

211,812

566,036

두바이

183,187

샤르자

1995년

2005년

2006년

942,463

1,399,484

1,430,000

370,788

589,420

1,321,453

1,372,000

78,790

228,317

402,792

793,573

821,000

아즈만

16,690

54,546

121,491

206,997

212,000

움무 알꾸와인

6,908

19,285

35,361

49,159

50,000

라으스 알카이마

43,845

96,578

143,334

210,063

214,000

후자이라

16,655

43,753

76,180

125,698

130,000

총계

557,887

1,379,303

2,311,041

4,106,427

4,229,000

자료: UAE 경제부

그림 Ⅱ-3 1975~2006년 UAE의 지역별 인구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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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AE 경제부

60｜UAE의 주요 산업

1985

1995
두바이
움무 알꾸와인

2005

2006

샤르자
라으스 알카이마

이러한 인구 증가는 해외 유입 외국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중동 아프리카 지역 내 물류, 상업, 전시, 관광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두바이의 경우 세계 각국으로부터 업체 진출 및 장단기 출
장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건설경기 붐에 따른 노동자 유입 증가,
서비스 부문 활성화로 관련 분야 종사자의 해외유입 확대 등에
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동 보고서는 점증하는 외부유입 인구로 주거지 수요도 증가하
여 매년 약 4~5만 가구가 필요로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한 두바이 경제개발전략 계획에 의거 2007~15년간 연평균 실질
GDP성장률이 11% 수준에 이를 경우 중산층 가계 수입 증가 및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져 인구 증가와 함께 부동산 구매 및 임대
수요를 동반 견인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UAE 중앙은행은 2004년 12월~2005년 12월간 UAE 은행 대
출 부동산 모기지론 월간누적평균성장률(CMGR)이 4.5%이며
2005년 9월~2006년 9월 기간 중에는 5.5%에 이르렀다고 밝히
면서, 이는 두바이 부동산 시장 파이낸싱 부문이 지속적으로 활
성화되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MEED지는 두바이의 부동산 경기가 2010년까지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2010년까지 17만 5천여 가구가 신
규 건설될 예정임에 비해 인구는 두바이 상공회의소의 예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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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2001~04년 UAE 건설부문 GDP 규모
(단위: 백만 AED)

연 도

2001

2002

2003

2004

UAE 전체

17,446

21,478

26,072

28,971

두바이

5,218

8,870

11,961

13,977

두바이 비중

30%

41%

46%

48%

자료: DCCI

뛰어넘는 25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하에 필요 주택 수
는 18만 1천여 가구를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두바이 건설시장은 경제성장 및 수입창출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04년 두바이 비석유 부문 GDP의 약 12%를 점유하였
으며 2000~04년간 연평균 27.7%의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표

Ⅱ-8]과 같이 2004년의 경우 두바이 건설부문이 UAE 전체 건설
부문 GDP의 48%를 차지한 바 있다.
2) 주택 및 상업용 건물
두바이 건설시장의 주요 성장요인 중 하나인 주택 및 상업용
건물시장은 가파른 인구 증가와 더불어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림 Ⅱ-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5년 두바이
인구는 1995년 대비 124% 폭증한 132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는
곧 주거용 공간 및 사무실 수요 증가로 이어져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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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1985~2006년 두바이의 인구 증가율

(단 위 : % )

(단 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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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AE 경제부

그림 Ⅱ-5 1993~2005년 두바이 주택 규모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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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두바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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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2007~08년 1/4분기 두바이 신축 건물
(단위: 개)

구 분

2007년

2008년 1/4분기

상업용 건물

327

66

주거용 건물

1506

413

기타

326

78

총계

2159

557

자료: 두바이 정부

경우 그 수가 1993년 6만 채에서 2005년에는 14만여 채로 늘어
났다(그림 Ⅱ-5 참조).
이러한 추세는 주거용 건물에도 나타나 2007년 1,500채가 신
축되었으며 2008년 1/4분기에도 413채가 건축되었다.
UAE는 GCC 국가 이외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연방법에 의거 99년간 장기 임차
를 허용해 왔으나 2002년 5월 두바이 정부가 특정 지역에 한하
여 외국인 소유권(ownership of freehold property)을 인정하는 법
령(decree)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시장 판도가 변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3월 13일 두바이 정부는 특정 지역에 대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소유를 허용케 하기 위해 토지등기법(The Land Registration
Law of The Emirate of Dubai)을 제정, 소유이전등기 등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였는바, 프리홀드 지역은 ① 두바이 홀딩, ② 나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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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마르 3개사에서 나누어 개발, 관리하고 있다.
두바이 프리홀드 지역은 [표 Ⅱ-10]과 같이 23곳이다.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부르즈 두바이, 두바이 비즈니스베이를 비롯
하여 더 월드, 팜 아일랜드 프로젝트, 두바이 마리나 등도 외국
인 부동산 구매가 가능한 프리홀드 지역이다.

3) 도로 및 교통
2006년 UAE 전체 인구는 422만 명으로 추산되며 특히 두바이
인구는 2007년 153만 명에서 2020년경 520만 명을 넘어설 것으
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도로망 확장, 대중교통
수단 개선, 두바이 경전철 건설을 포함한 도로교통 개발 프로젝
트에 약 813억 AED(약 222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동 프로젝트는 두바이 도로교통국(RTA: Roads and Transport
Authority) 주관으로 진행되며 투입예상액 813억 AED 중 55%인
440억 AED(약 120억 달러)가 도로확장공사에 집중될 전망이다.

4) 호텔 및 서비스 아파트 건설
2007년도 두바이 호텔 및 호텔 아파트 투숙객 수는 총 69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 상승하였는바, 비즈니스관광을 포함한 지
속적인 관광산업 활성화로 두바이의 호텔 예약자 수는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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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두바이 프리홀드(Freehold) 지역

연번

지역명

Plot 번호

개발사

주요 프로젝트

1

Umm Hurair
Second

013

두바이 홀딩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
(1)

2

Al Barsha South
Second

002

두바이 홀딩

TECOM

3

Al Barsha South
Third

002

두바이 홀딩

두바이랜드

4

Emirates Hills First

004, 814

나킬

5

Emirates Hills
Second

001, 049

Emirates Hills
Third

001

Jebel Ali

951,074,081,08
2,083,084,142,
143,&391

6

7

두바이 홀딩

TECOM

이마르

주거 단지

이마르

주거 단지(스프링스,
메도우 등)

이마르
나킬

워터 프론트, 쥬메이라
빌리지, 로스트 시티,
디스커버리 가든 등

8

Al Jadaf

003,007,008

두바이 홀딩

아라비안 베이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2)

9

World Islands

001

나킬

더 월드

10

Ras Al Khor

165

두바이 홀딩

라군

11

Al Ruwaiyah

063, 065

두바이 홀딩

두바이랜드

두바이 홀딩

두바이 비즈니스 베이

12

Al Sheikh Zayad
Road

118, 147
이마르

부르즈 두바이,
두바이 몰

66｜UAE의 주요 산업

표 Ⅱ-10 계속.

연번

지역명

Plot 번호

개발사

주요 프로젝트

13

Al Sufouth First

069

두바이 홀딩

TECOM

14

Al Sufouh Second

005

두바이 홀딩

TECOM

15

Al Quoz Third

005, 006

이마르

16

Al Quoz Industrial
Second

010, 030

17

Al Quoz Industrial
Third

028

이마르

18

Mirdif

143, 144

두바이 홀딩

미르디프 빌라
주메이라 비치 레지던스

Dubai Marina

007,014,015,0
33

두바이 홀딩

19
20

Palm Jebel Ali

001

나킬

팜 제벨 알리

21

Palm Jumerira

061

나킬

팜 쥬메이라

두바이 홀딩

TECOM Industrial
Free Zone

이마르

아라비안 랜치

나킬

인터내셔널 시티(2,3)

나킬

인터내셔널 시티(1)

22

23

Nad al Shiba

Warsan First

두바이 홀딩
이마르

209,215,222

002

이마르

자료: Dubai Freehold Property Guide

542만 명에서 2007년 64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두바이 내 호텔은 2006년 302개에서 2007년 319개
로 증가하였으며, 호텔 아파트는 2006년 대비 11% 늘어난 125
개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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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 2008~20년간 두바이 도로건설 주요 프로젝트

구 분

내 용

투입 예산

도로망

도로망 확충 500km, 90개의 IC 건설 등

440

경전철

경전철 4개 노선

242

트램

시내 트램 설치

91

대중 교통

버스 정거장 설비 외

22

해상 교통

-

18

자료: RTA; Gulf News

2010년까지 1,5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두바이는 우선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광지구 개발시 호텔 건축을 포함하고 있으며, 객실 또
한 2008년 말까지 2만 2,000개가 늘어나 5만 개 이상이 될 것으
로 전망된다.
두바이 관광청은 2008년 내 약 22개의 호텔이 신규 개장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08~16년간 1조 AED(약 2,725
억 달러) 규모의 55개 호텔 및 서비스 부문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공항
UAE 내에서 진행 또는 진행 예정인 공항건설 규모는 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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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 UAE 공항 신축 및 확장 프로젝트

지 역

공항명

규모(억 달러)

Al Maktoum 국제 공항(신축)

82

두바이 국제 공항(확장)

41

아부 다비

아부다비 국제 공항(확장)

68

샤르자

샤르자 국제 공항(확장)

5

두바이

자료: Gulf news

달러로서 제벨알리 지역 내 68억 달러 규모로 건설되는 Al
Maktoum 국제공항 프로젝트(연간 여객 수용범위 1억 5천만 명
목표)를 시작으로 41억 달러 규모의 두바이국제공항 신축 확장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Al Maktoum 국제공항의 경우 총 6개의 활주로가 운영될 예정
이며 이미 1개 활주로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다.

나. 아부다비
1) 부동산 및 사회인프라
아부다비는 UAE의 행정수도로서 두바이에 이어 제2의 개발
붐이 일고 있는 지역인데, 사회인프라 구축, 부동산 개발, 주택
건설, 산업지구 개발, 호텔 및 서비스 등 각종 개발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향후 5년 내(2008~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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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부동산 및 사회인프라 개발에 소요될 금액이 2천
억 AED(약 545억 달러)에 이를 전망3)이어서 건설시장 활성
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동 기간 중 수행될 부동산 및 사회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40%는 아부다비 정부에서 발주할 예정이며 나머지 60%는 민간
부문 개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아부다비 정부는 알아인 지역 개발투자를 위한 프로젝트도 구
상하고 있는데 아부다비-알아인 간 도로망 확충, 정부 및 유관기
관 시설물 건설, 아부다비 서부지역 개발 프로젝트 등을 계획하
고 있다. 이미 2008년 1/4분기에 아부다비에서 발표한 전체 개
발 프로젝트 규모는 7,680억 AED(약 2,100억 달러)에 달하고 있
다. 또한 여객 수용범위를 5천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아부다
비 국제공항 확장공사(약 68억 달러 규모)도 진행되는 등 당분간
건설산업 활성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Gulf News에 따르면 2008년 5월 기준, 아부다비가 계획 또는
개발 진행중인 부동산 프로젝트 규모는 1조 7,100억 AED(약
4,66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Yas Island 프로젝트,
Khalifa City, Burooj Properties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대거 포함
되어 있다.
3) business 24-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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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의 주요 대형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는 ① Abu Dhabi-Khalifa
City(400억 달러 규모, 4,900만 평방미터, 2030년 완공예정, 연방정부
및 관련시설 건설), ② Yas Island(400억 달러 규모, 주거 및 관광
관련 복합 부동산 개발), ③ Burooj Properties(240억 달러 규모,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을 중심으로 한 복합 부동산 개발 프로젝
트), ④ Saadiyat Island(270억 달러 규모, 주거 및 관광 시설 개
발), ⑤ Masdar City(220억 달러 규모, 친환경 주상복합도시 개발
프로젝트), ⑥ Al Raha Complex(130억 달러 규모, 주상복합 개발
프로젝트), ⑦ Ghantoot Green City(100억 달러 규모, 다목적 도
시 개발), ⑧Al Reem Island(78억 달러 규모, 고층 건물 및 8만 명
수용 가능 주택단지 건설), ⑨ Shaikh Mohammad Bin Zayed
City(650억 달러 규모, 374개 동의 주상복합빌딩 건설) 등이 있다.

2) 관광 및 호텔
아부다비 관광청(Abu Dhabi Tourism Authority)은 2008년 4월
‘아부다비 관광진흥전략 5개년(2008~2012) 계획’을 발표,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아부다비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오
고 있으며,

소위 행복의 섬으로 알려진 ‘사디야트 아일랜

드’(270억 달러 투자규모)를 비롯한 각종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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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 있다. 아부다비 관광산업의 지향점이 최고급문화 중심
의 관광시장 개발이라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유적이 부족
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관광인프라 투자가 지속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루브르 박물관, 구겐하임 박물관 아부다비 지점 개설 등
역내 고급문화 중심지로 개발되고 있는 아부다비는 고품격 관광
단지를 지향하고 있어 관광인프라 건설 규모 및 범위면에서 다
양성이 기대되고 있다.
아부다비는 관광객 유치목표를 2012년 270만 명, 2015년 300
만 명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에 2015년까지 호텔객실 규모를 2
만 5천 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관련 투자는 지
속될 전망이다.
또한 아부다비는 UAE 총 국토면적의 70%(약 6만 평방킬로미
터), 아부다비 지역의 83%에 차지하는 서부지역 관광산업 개발
촉진을 위하여 1천억 AED(약 272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지역에 사회기반시설, 관광, 경제개발 투자가 이루
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UAE 일간지 Khaleejtimes도 아부다비 정
부가 동 지역 내 공항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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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아부다비 주요 관광 건설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공사기간
(완공일)

Al Gurm Resort

2008

Al Reem Island

2008～12

Al Shams

2009～11

Najmat

2012

Marina Square

2009

Emirates Pearl Hotel and Resort

2009

The Gate Development

2008

Gulf Hotel Waterfront Resort

2008

Abu Dhabi National Exhibition Centre (ADNEC) 확장 공사

2008

Abu Dhabi International Airport 확장 공사

2011

Al Raha Beach Development

2007～08

Lulu Island Development

2010

Khalidiya Rotana Hotel and Residences

2009

Abu Dhabi Central Market

2008

Capital Plaza Development

2008

Fairmont Abu Dhabi Resort and Villas

2008

Landmark Tower

2009

Stellar Tower Building

2009

Saadiyat Island Development (SID)

2009～18

자료: 아부다비 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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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도기업의 사업 현황

U

AE 두바이 건설시장의 경우, EMAAR, Nakheel, Dubai
Holding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개발 및 건설 3사가 시장

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이 3개사는 두바이의 외국인 부동산 매
입 가능지역에 대한 개발을 이끌고 있다.

1) Nakheel
우선 Nakheel사는 현재 팜 아일랜드 삼부작(팜 주메이라, 팜
데이라, 팜 제벨알리로 구성된 UAE 두바이 인공섬 개발계획) 및
300개 섬으로 구성된 더 월드와 같은 대규모 인공섬 개발 프로
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로, 2001년도에 설립됐던 The Palm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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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전신이다.
1990년대 중반 두바이를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로 발돋움시키
겠다는 현 두바이의 수장인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의 비전에 따라 Palm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
다. 이는 두바이 기후와 걸프 해변의 장점을 바탕으로 두바이의
주요 상징인 야자수와 물의 이미지를 결합해 형상화한 인공섬
프로젝트인데, 이를 위하여 2001년 The Palm사가 설립되었다.
이후 2003년 The Palm사는 Nakheel사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는데
Nakheel은 아랍어로 야자수라는 뜻을 의미한다.
동 사는 해상 인공섬 개발 및 해안-육지 간의 개발사업을 중
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두바이 정부 소유 업체이다.
동사는 두바이 해안 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전체 개발 프로젝트 완료시 두바이 해안선의 길이는
1,500km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Dubai Holding
Dubai Properties 등 다양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Dubai
Holding은 유한책임회사(LLC) 형태의 부동산 개발회사로서 대규
모 주택 단지 및 아파트 건설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동사의 대표적인 건설 프로젝트로는 자회사인 Dubai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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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행한 두바이 마리나 지역의 대단위 고층 아파트 단지
Jumeirah Beach Residence가 있다.

3) EMAAR
1997년 설립된 EMAAR사는 Nakheel, Dubai Properties와 함께
두바이의 3대 부동산 개발업체이다. 현재 상장회사이나 두바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Investment Coporation of Dubai사가 약 32%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 사는 “Entrepreneurial Management of
Assets for Accelerated Returns on Equity”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의
약자인 EMAAR를 사명(社名)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아랍어로
‘주택을 건설하다’ 또는 ‘거주시키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
고 있다.
EMAAR사는 두바이에 근거지를 둔 상장회사이나 세계 각국에
투자 진출을 강화하면서 이집트,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
아는 물론 파키스탄, 터키, 인도까지 진출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두바이 내에서는 The Springs, The Meadows, Emirates Hills 등 대
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한 바 있으며 총 200억 달러 이상이 소요
되는 Burj Dubai Downtown 개발사업도 주관하고 있다. 동 Burj
Dubai Downtown 개발사업에는 현재 삼성이 건설 중인 부르즈
두바이, 세계 최대의 쇼핑몰 건설을 목표로 한 The Dubai Mall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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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투자 동향 및 성공 사례

가. 외국인투자 동향
2008년 3월에 발표된 UAE 경제부 2005~06 FDI 보고서에 따
르면 2006년도 UAE 전체 FDI 규모는 686억 AED(약 187억 달
러)이며, 이중 건설업은 전체 FDI의 29%에 해당하는 총 198억
AED(약 54억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가 이루어졌다.
한편, 두바이 통계청의 2007년 외국인직접투자 보고서에 따르
면 2006년 두바이의 FDI 규모는 전년대비 13.4% 증가한 118억
달러로, 이중 건설업이 전체 FDI의 35%라는 높은 비중을 보였
다. 또한 2006년 기준, 아부다비는 건설업이 지역 총 FDI의 21%
를 점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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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4 2005~06년 UAE의 분야별 FDI 규모
(단위: 백만 AED, %)

구 분

2005

2006

증가율

농수산임업

197

129

-34

광업

1,648

1,914

16

제조업

5,962

6,906

16

수전력

1,311

1,545

18

건설업

18,428

19,879

8

도소매업

8,489

9,587

13

호텔/외식업

53

88

65

교통/통신

2,784

3,460

24

금융/보험

21,755

23,583

8

기타

1,283

1,535

20

총계

61,912

68,627

11

자료: UAE 경제부 FDI 2005～06 보고서
표 Ⅱ-15 2006 UAE 지역 내 FDI 집중 유입 부문별 비중

지 역

제1부문

제2부문

제3부문

아부다비

금융/보험(42%)

건설업(21%)

제조업(17%)

두바이

금융/보험(35%)

건설업(35%)

도소매업(20%)

샤르자

금융/보험(27%)

건설업(26%)

교통/통신(17%)

아즈만

제조업(95%)

수전력(5%)

-

움무 알꾸와인

도소매업(95%)

-

-

라스 알카이마

제조업(87%)

도소매업(6%)

농수산임업(5%)

푸자이라

제조업(58%)

광업(24%)

도소매업(9%)

자료: UAE 경제부 FDI 2005~06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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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두바이가 2005~06년 연속 전체 FDI의 60% 이상
을 점유하고 있으며 아부다비를 합하면 전체 FDI의 85% 이상으
로서 2개 지역에 외국인투자유치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건설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역시 두바이와 아부다
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건설업에 대한 외투기업 진출 확대는 인구유입 증
가로 주거공간 건설이 확충되고, 관광산업 발달로 호텔 및 서비
스 편의시설 건설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2007년도 대UAE 투자 진출을 살펴보면 중견기업
을 중심으로 건설업 투자진출 건수는 총 54건을 기록, 전체 112

그림 II-6 2005~06년 UAE의 지역별 FDI 추이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

2005
2006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즈만

움무 알꾸 라스 알카 푸자이라
와인
이마

자료: UAE 경제부 FDI 2005~06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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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절반인 48%를 차지했다. 또한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투자
건수도 8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부동
산 개발사업 호황에 따라 우리 기업의 관련 분야 진출이 증가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볼 때 우리나라의 UAE 진출 방향이
2007년을 기점으로 중동ㆍ아프리카 지역 진출을 위한 물류기지
구축에서 건설개발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5월 현재, 대UAE 진출 우리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
건설, 삼성건설,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쌍용건설,
SK건설, 포스코 E&C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반도건설,

표 Ⅱ-16 2007 우리기업의 업종별 대UAE 투자진출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구 분

투자건수

투자금액

건설업

54

90,646

도소매업

24

5,368

부동산 및 임대업

8

13,475

서비스업

3

2,394

금융 및 보험업

2

15,052

통신업

1

561

기 타

20

7,936

총 계

112

135,43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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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건설, 성원건설, 현진건설 등 중견 업체의 진출도 활발한 편
이다.
또한 2005~08년 6월간 우리 건설사의 대UAE 플랜트 프로젝
트 수주액은 62억 달러를 초과하였는데, 특히 2007년도 수주 총
액은 23억 달러를 기록, 우리나라 중동 플랜트 수주 총액 122억
달러의 19%를 점유하였다. 향후 UAE 건설 플랜트 시장 호황세
에 힘입어 우리기업의 수주금액도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투자 성공 사례
UAE의 지속적인 건설경기 호황은 세계 유수 건설사의 투자진
출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 수행을 위한 외투기업은 현지
에 사무실을 개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설부문 외투
기업의 투자 성공이란 곧 건설공사 수주를 의미하고 있다.
건설 프로젝트 발주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
일본, 미국 등지의 건설사 및 건설 관련 컨설팅 업체들의 활동
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건설, 두산중공
업, 삼성건설, 금호건설 등 대기업은 물론 반도건설, 신성건설,
성원건설, 현진건설 등 중견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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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발전소, 공항, 인텔리전스 빌딩, 인공섬 개발 사업
등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중견
건설업계는 주택 및 상업 건물을 중심으로 한 중형 건설 프로젝
트를 직접 계획, 건설하는 개발자(developer) 형태로 진출하는 양
상을 띠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나 우리 중견 건설업체

표 Ⅱ-17 2005~08년 6월 중 우리나라의 대UAE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현황

순번

업체명

1

두산중공업

2

GS건설

3

두산중공업

기자재

4

삼보지질

발전&담수

5

두산중공업

기자재

6

현대건설

발전&담수

7

삼성엔지니어링

8

두산중공업

9

삼성물산(건설)

석유화학 Borouge OCL 2

10

삼성엔지니어링

석유화학 보루지 OCU 프로젝트

11

두산중공업

12

현대건설

13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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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구분

프로젝트명

발전&담수 Taweelah A10 Power Project
석유화학 그린디젤(청정디젤)

497
1,140,243

EMAL HRSG

78,33

Jebel Ali Power and
Desalination Plant Station 'M'

7,304

HRSG/Taweelah
B Extension
Saadiyat Island 132/11kV 변
전소

산업설비 폐수처리시설
발전&담수 제벨알리 M3 발전설비 공급

제벨알리 M2 복합화력 발전소
발전&담수
추가
발전&담수 TRANSCO 132/11kV
발전

발주금액
(천 달러)

DEWA 4개 132/11kV 변전소
공사

수주
연도
2008

531
93,794
24,121
41,693
73,321
302,705
506,720
35,616
34,449

2007

표 Ⅱ-17 계속.

발주금액
(천 달러)

순번

업체명

설비구분

프로젝트명

14

현대건설

발전&담수

Madinat
Zayed-Mussafah
400kV 송전선공사

15

두산중공업

16

두산중공업

17

현대건설

18

대우일렉

19

두산중공업

발전

Jebel Ali HRSG

20

현대중공업

해양

움샤이프 해양플랫폼, 해상송
1,595,047
유관 및 브릿지

21

삼평

발전

알따윌라 발전소 배관공사

22

현대건설

23

두산중공업

발전&담수 제벨알리 M 복합화력발전소
발전

AL Taeweelah A10 발전설비
공사

발전

변전소 신설 및 보수

산업설비 가전공장

제벨알리 컨테이너 터미널공사
항만하역 1단계- 배후부지공사
LCC2&3
발전

JEBEL ALI HRSG

발전

움알나르 1550MW 복합화력발
전소 기계파이프설치공사

51,644
1,053,000
168,478
59,331
85,000
457

202,541
21

세종기업

25

KHE

석유화학 OGD3

28,448

26

KHE

석유화학 AGD2

18,900

27

이앤이시스템

Phoenix

28

현대건설

발전

Jebel Ali 'L' Plant Ph. II Power Pacakge "P"

29

이앤이시스템

기타

T-6

총 계

2006

8,340

24

기타

수주
연도

10,366

185

2005

676,831
186
6,298,101

자료: 한국 플랜트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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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로 공사를 중심으로 UAE 정부 발주 공사를 수주하고 있으
며 시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건설 프로젝트 개발자 역할도 동시
에 수행하고 있어 대기업과는 다른 진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 두바이 경전철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
의 미쓰비시가 투자 진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수전력 발전과 같은 플랜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아부다비를 중
심으로 BOO 방식과 같은 해외 민간자본 유치도 이루어지고 있
는데 대표적인 외투기업은 프랑스의 Total, 일본의 Marubeni 등
이 있다.
UAE 건설시장에서의 우리 기업 수주 현황은 [표 Ⅱ-18]과 같
이 다양하다. 2000년대 우리기업이 수주한 주요 사례로는 부르
즈 두바이(삼성), 그랜드 하얏트 호텔(쌍용), 에미레이츠 타워 호
텔 및 사무동(쌍용) 등이 있다.

1) 미쓰비시
1970년 레바논 베이루트에 처음 중동에 미쓰비시 지점을 설치
한 이후 MENA(Middle East & North Africa) 지역의 주요 건설 플
랜트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중동 지역에 대한 적
극적인 투자 진출을 모색하던 미쓰비시는 2003년 두바이에 중
동지역본부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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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쓰비시는 아부다비 지역 민자 발전담수프로젝트
(IWPP) 참여 외에 아부다비 친환경 도시인 마스다르 프로젝트
관련 기술 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성공 사례는 세계 최장 무인철도 건설
계획인 두바이 경전철 프로젝트로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참여
하였다. 현지 업체인 두바이의 Al Ghurair 그룹과의 협업이 동
경전철 프로젝트 외에 두바이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수주 등에
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를 볼 때 UAE 건설부문에
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UAE 자국 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림 Ⅱ-7 중동 지역 내 미쓰비시 지점

자료: 미쓰비시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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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UAE 두바이 경전철 공사 현장

자료: 무역관 자체 촬영

2) 삼성/현대/두산
UAE 건설 플랜트 산업부문에 있어 우리기업의 수주 사례는
괄목할 만하며 전방위적이다. 이러한 우리 업체들의 건설 수주
성공요인으로는 각 업체별로 특화되어 있는 전문 분야에 집중한
것과 앞선 기술력 등을 꼽을 수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부르즈 두바이 시공을 필두로 Nakheel사
의 Waterfront 프로젝트, 두바이 전시산업 클러스터 지역개발 프
로젝트인 Dubai Exhibition City 개발사업, 두바이 수전력청 배전
소 확장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층 인텔리전스빌딩 건축부문의 최고 위치를 공

86｜UAE의 주요 산업

그림 Ⅱ-9 부르즈 두바이 공사 현장 및 모형도

자료: 무역관 자체 촬영

고히 하고 있는 삼성은 UAE 내에서 빌딩 건설뿐만 아니라 고난
위도의 인프라구축 건설 프로젝트 수주로 이어가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1979년 이후 중동지역에서 담수 525.6MIGD, 발
전 1,526MW 규모의 설비를 건설한 바 있다. 두산중공업의 담수
사업은 경쟁 업체인 Fisia Italimpianti, Sidem 등에 앞서 세계 시
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UAE 내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UAE 내 주요 수주 내역은
Taweelah A2(50MIGD), Taweelah A10 Add-on(220MW), Um Al
Nar(62.5 MIGD), Jebel Ali E(270MW+24MIGD), Jebel Ali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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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8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UAE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 및 참여 현황

회사명

삼성

현대

두산

참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기간

Nakheel Dubai Waterfront: Canal District

2007～16

Dewa - 132/11kV Substations (19 Nos) &
132/33kV Substation

2008～10

Nakheel - Dubai Waterfront: Veneto District

2008～12

Emaar - Burj Dubai - Tower

2004～09

Nakheel - Village Centre (Palm Jumeirah)

2008～09

Palm Water - International City Sewage
Treatment Plant

2008～09

Abu Dhabi Municipality - Flyovers & Tunnels

2008～11

Nakheel Corporation - Bridges (Palm Jebel Ali)

2007～12

DWTC - Dubai Exhibition City

2008～09

Emaar - Burj Dubai - Boulevard Plaza

2007～09

Borouge - Borouge 2 Polyolefins Project:
Olefins Conversion Unit

2007～09

ZonesCorp - Mussafah Industrial City Sewage
Treatment Plant

2007～09

Abu Dhabi Ports Company - Khalifa Port &
Industrial Zone

2007～11

DPA - Jebel Ali Port Expansion

2003～20

Dewa - Station M Substation

2006～09

ADWEA - Saadiyat Island Power & Water
Network

2006～08

GTTPC - Taweelah A1 IWPP Expansion

2007～09

Dewa - Jebel Ali M Plant

2007～10

자료: MEE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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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MW), Fujairah(660MW+100MIGD) 담수화 및 발전소 등이
있다.
현대건설 역시 UAE 내에서 발전설비 및 기간산업 인프라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수주 성공 사례는 두바
이 수전력청의 Station M Substation, 아부다비 수전력청의
Saadiyat Island Power & Water Network 프로젝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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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망 및 평가

U

AE 건설산업은 도심확장 프로젝트와 관련한 도로망 확
충, 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관련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주택 및 상업용 건물 수요 증가 등으로 향후 지속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6월 기준, UAE의
총 프로젝트 규모(진행 및 예정 포함)는 약 8,822억 달러에 달한
다. 참고로 건설분야는 두바이의 주요 일자리 창출 시장 중 하
나로 2005년의 경우 전년 대비 7.8% 증가한 22만 7,250여 명이
건설분야에 투입되었다. 이는 두바이 총 노동력의 23.6%에 이르
는 수치이다.
2008년 상반기까지의 건설기자재 가격 급등은 건설 시공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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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의 부담으로 이어져 건설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으나 ,최근 세계 경제여건의 악화로 향후 건설기자재의
가격 상승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UAE 건설업이 직면한 새로운 위협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

글상자 II-1 UAE의 건설업 SWOT 분석

Strengths
ㆍ
ㆍ
ㆍ
ㆍ

두바이에 이은 아부다비 지역 건설 경기 호황 지속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 및 중동지역 비즈니스 중심지
중동 아랍국가 중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환경
IT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기업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규제철폐 및 인센티브 제공)
ㆍ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빠른 인구증가

Weaknesses
ㆍ 시멘트, 철강, 건설 중장비 등 건설 기자재 가격 앙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ㆍ 건설 관련 고급 인력 부족

Opportunities
ㆍ 관광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UAE 입지 강화
ㆍ 원유 및 가스 생산국으로 에너지 자원 풍부

Threats
ㆍ 글로벌금융위기 및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건설업 경기둔화 우려
ㆍ 테러 등 외부적 불안요소 잠재
자료: BMI; 두바이 무역관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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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체로 인한 건설업 경기둔화 우려이다. 2008년 하반기 이
후 세계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UAE의 부동산 건설시장
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부동산 자산가격의 조정뿐만 아니라 버블붕괴에 대한 우려가 고
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UAE의 건설시장이 세계 경제침체 위기
를 극복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
된다. 또한 숙련 건설 노동자의 부족도 중장기적으로 UAE 건설
업계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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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보통신업
1/

개황 및 특징

2/

정보통신 정책

3/
4/

부문별 동향

외국인투자 및 해외진출 현황

5/

전망 및 평가

1
개황 및 특징

U

AE의 정보통신 부문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및 산업
육성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정보통신 인프라 및 기술 수준은 중동지역 최고 수준을 자
랑한다. 실제 2007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보고
서에 따르면 각국의 ICT 발전 정도 및 성과를 평가하는 네트워
크 준비지수(Networked Readiness Index)에서 UAE가 전 세계 122
개국 가운데 29위4)를 차지해 비교적 상위에 랭크되었으며 중동
국가들 가운데서는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UAE 통신시장은 국내외 유무선통신과 인터넷접속, 케이블TV

4) 참고로 일본 14위, 한국 19위, 카타르 36위, 대만 37위, 쿠웨이트 54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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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전 부문을 국영통신기업인 Etisalat가 독점하여 왔으나 제2 통
신사업자인 du가 2005년에 사업권을 획득하고 2007년 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경쟁체제로 돌입하였다. 하지만 Etisalat와
du 모두 UAE 정부가 각각 60%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이다.
2007년 말 현재 UAE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약 766만 명
으로 추정되며 이동통신서비스 보급률은 170%에 달한다. UAE
의 빠른 인구증가세와 경제성장으로 이동통신시장의 확대는 당
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선통신시장의 성장은 둔
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UAE의 유선통신 가입
회선 수는 132만 개로 유선통신시장 성장률은 둔화 추세이다.
그러나 UAE의 인구증가에 힘입어 유선통신시장 역시 장기적 성
장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IT 시장은 2007년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러
한 성장세를 200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IT 제품 및
서비스 시장규모는 2007년에 25억 달러에 달하며 2012년까지
4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UAE의 경우 비에너지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 내외로 비교적 높기 때
문에 건설, 부동산, 금융, 관광 등의 분야에서의 IT 수요가 점증
하고 있다. IT서비스의 경우 전자정부, 금융, 부동산, 에너지플랜

96｜UAE의 주요 산업

트 등의 부문이 주요 수요처이며, 특히 금융 및 은행권을 중심
으로 한 수요증가가 기대된다.

표 Ⅲ-1 UAE 정보통신 현황

분 야

항 목

단 위

2000년

2006년

2007년

유선전화 회선 수

천 회선

1,020

1,310

1,386

유선전화 보급률

%

32.4

30.3

30.4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백만 명

1.43

5.52

7.59

선불요금형

백만 명

1.43

4.96

6.94

이동통신 보급률

%

45.4

127.6

166.4

이동통신 사업자

개

1

1

2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터넷

전화접속 인터넷 이용자 수

천명

209

443

524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 수

천명

0

241

380

16.8

39.5

49.5

인터넷 보급률

%

자료: UAE TRA(www.tra.ae/UAE_telecom_statistic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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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 정책

U

AE 통신부(MOC: Ministry of communication)가 통신산업
정책과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이

며, 통신부문 전반 및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감독, 통신정
책 집행은 통신규제청(TRA: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이 담당하고 있다. 과거에는 1976년 설립된 국영통신
기업 Etisalat가 UAE의 유ㆍ무선통신시장을 독점하고 영업범위
의 규제와 감독기능까지 수행해 왔다. 그러나 WTO가 양허한
통신부문 독점철폐 유예기간(10년)이 임박함에 따라 Etisalat가
보유하고 있던 통신부문에 대한 규제 및 감독기능은 2004년에
신설된 TRA로 이관되었다. 이후 2005년 UAE 통신산업의 독점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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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로 EITC(the Emirates Integrated Telecommunication Company)
가 유ㆍ무선통신 사업권을 획득하고 2007년 2월부터 제2 통신브
랜드 du로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UAE 통신시장이 경쟁체제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UAE의 제1 통신사업자인 Etisalat의 경우 지
분의 60%를 UAE 정부가 보유하고 있고 Etisalat 사장직을 UAE
통신부 장관이 겸직하고 있으며, 제2 통신사업자인 EITC(du) 역
시 지분의 80%를 정부 및 산하기간이 보유한 국영기업이다.
UAE의 인터넷서비스의 경우 Etisalat의 자회사인 e-Company가
표 Ⅲ-2 UAE 통신산업 사업자 현황(2007년 기준)

사업
분야

기업명
Emirates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 (Etisalat)

유ㆍ무선 및
데이터통신 Emirates Integrated
Telecommunication
Company (du)

인터넷
e-Company
서비스(ISP)

설립
년도

지분구조

1976년 정부(60%), 민간투자자(40%)
연방정부(40%), Mubadala
Development(20%), Emirates
Company for
2006년
Telecommunications and
Technology(20%), 민간투자자
(20%)
2004년 Etisalat (100%)

주: Mubadala Development은 아부다비정부 산하기관이며, Emirates Company for
Telecommunications and Technology는 두바이 TECOM의 자회사임.
자료: BMI(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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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계로 UAE 통신산업
은 독점체제가 철폐되었을 뿐 민영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
며, 향후에도 상당기간 통신산업은 정부 통제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UAE 정부는 국가 핵심발전 전략인 산업다각화, 경제성장 촉
진, 자국민 경제활동 참여확대, 경제인프라 개발 등을 위한 주요 정
책수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UAE 통신부문
최고위원회가 2005년 발표한 ‘General Policy for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in the State of the UAE(2006~2010)’에 따르면 UAE 정부의
정보통신 개발 정책은 통신부문 정책 및 감독 체계구축, 신기술
도입 및 개발 촉진, 중동지역 ICT 허브 달성, 인적자원 개발, 연
구개발 촉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보통신부문 개발을 위
한 세부정책 내용은 [표 Ⅲ-3]과 같다. 그리고 UAE 통신규제청
TRA는 정보통신부문 육성 및 R&D 촉진을 위하여 지난 2005년
에 아랍국가 중 최초로 ICT 개발기금을 조성하였다. 기금은 통
신사업자의 수익 및 정부 출연, 민간 증여 등의 재원을 활용해
조성되며 조성된 기금은 정보통신부문 교육ㆍ훈련 및 연구개발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또한 UAE 연방정부는 1998년에 IT분야
여성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립전자공학대학인 Zayed University를 설
립하였다. Zayed 대학은 예술과학대학(Arts and Sciences),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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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대학(Business Sciences), 정보기술대학(Information Technology), 커
뮤니케이션 & 미디어대학(Communication and Media Sciences) 등 5개
단과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캠퍼스를 두고 약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수학 중이다. UAE의 6개 에미리트 가운데
서 특히 두바이가 전자정부 이니셔티브와 정보통신 부문 경제자
유구역 조성 등을 통해 중동지역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두바이는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하기 위하여 1990년대 후반
부터 지식기반경제 이행과 산업다각화 차원에서 정보산업을 육
성해왔다. 먼저 두바이는 지난 2000년, ‘e-Government@dubai’ 프
로젝트를 통해 전자정부를 구축하였다. 두바이 정부는 구축된 전
자정부를 통해 2007년까지 행정서비스의 90%를 처리한다는 계
획이며, 현재 콘텐츠 개발 등 기획업무를 직접 수행 중이다. 또한
두바이는 IT 분야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목표로 두바이 기
술미디어자유지대(TECOM: Dubai Technology E-Commerce &
Media Free Zone)를 설립하였다. 기술ㆍ미디어 자유지대는 IT산업
의 세계적 허브, IT기업을 위한 친환경 디지털시티 건설, IT기업
유치를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두바이 인터넷시티(Internet City)와 미디어시티(Media
City), 날리지시티(Knowledge City)로 구성된다. IT 클러스트로 육
성 중인 두바이 인터넷시티에는 MS, IBM, Oracle, Compaq, D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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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UAE의 정보통신부문 정책 방향

주요 정책

1. 통신부문
정책 및
감독 체
계 구축

2. 신기술 도
입 및 개
발

3. 중동 ICT
허브 달성

세부 내용
ㆍ통신시장 경쟁체제 도입으로 동 부문 효율성과 통신서비스
의 접근성 및 수준 향상
ㆍ기업 및 개인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 마련
ㆍ사회 전 부문의 통신서비스 접근성 확보
ㆍ사회 전 부문의 인터넷 접근성 확보
ㆍ국가 차원의 정보통신 인프라 개발 촉진
ㆍ공정하고 투명한 국가 IT 자원 관리
ㆍ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 촉진
ㆍICT 전문가 육성
ㆍ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한 교육 시행
ㆍIT부문 통합(convergence) 촉진
ㆍ전자정부 이니셔티브를 통한 IT발전 주도
ㆍ전자상거래와 부가서비스 개발 촉진
ㆍ선진화된 통신인프라 구축
ㆍIT, 미디어 및 통신의 통합(convergence)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개발 및 구축
ㆍ기업 중심의 ICT 부문 경쟁 도입
ㆍ광대역통신, 무선통신, 혁신기술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
ㆍ정보 보안, 네트워크 보안,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
호 등 정보통신부문 보안 확보

4. 인적자원
개발

ㆍ교육ㆍ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ICT 활용 촉진
ㆍICT 분야 인적자원의 수급개선 및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5. 연구개발
촉진

ㆍ세계적 학술기관과의 네트위크 구축 등을 통한 R&D 촉진

자료: UAE(2005), General Policy for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in the State
of the UAE(20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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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mens, Canon, Ericsson, HP, Cisco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을 포함
한 700개의 IT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미디어시티는 영화, 음악,
방송, 엔터테이먼트 등의 영역으로 조성되어 CNN, CNBC,
SONY 등의 세계적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날리지시티는 중동ㆍ
아프리카 등 주변국 유학생을 유치하고 ITㆍ미디어특구에 입주
한 글로벌기업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
으며, 2007년 현재 미국 미시간, 호주 울릉공대 등 20여 개 해외
유명대학 단과대학을 유치하고 87개국 1만여 명의 학생이 수학
중에 있다. 또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여 전자공학 및
반도체산업 등 첨단기술분야 벤처기업단지를 설립하기 위한
‘Dubai Silicon Oasis’를 조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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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동향

가. 유선통신

UAE의 유선통신 시장은 국영통신업체 Etisalat의 독점하에 꾸
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유선전화 보급률은 약 30% 수준으
로 중동 아랍국가들 가운데 이란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러
나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는 이동통신과는 달리 최근 UAE 유선
통신시장은 회선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급률(teledensity)이
소폭 하락하는 등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 UAE의 유선전화
가입자는 2000년 102만 회선에서 2007년에 139만 회선으로 매
년 3~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유선전화 가입 증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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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UAE의 유선전화 가입자 및 보급률 추이

자료: UAE TRA(www.tra.ae/UAE_telecom_statistics.html)

최근 UAE의 급속한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 유선전화 보
급률은 오히려 하락 또는 정체되는 양상이다. 2000년 32.4%이던
UAE의 유선전화 보급률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에
는 30.1%까지 떨어졌으며, 2007년에는 30.4%를 기록하였다. 또
한 2007년 2월부터 제2 통신사업자 du가 유선통신 서비스를 개
시하면서 유선통신시장도 경쟁체제에 돌입하였지만 시장 활성
화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du가 이동
통신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유선통신사업 대상을 일부 경제
자유구역으로 국한하는 등 유선통신사업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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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이동통신

2000년대 들어 이동전화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UAE의
이동통신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보급률 역시 중동지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TRA에 따르면 2000년 당시 140여
만 명이었던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2007년에는 약 760만 명으로
7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났다.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보급률 또한 크게 상승하였다. 2000년에 45% 수준이던
UAE의 이동통신 보급률이 2005년에는 110.5%로 상승한 데 이
어 2007년에는 166.4%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이동통신 가입자
수와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한 데는 UAE의 저렴한 수준의 통신
요금5)이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450만 명에 불
과한 인구규모는 국내 이동통신시장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으며, 이미 이동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진입했다는 우려
도 제기되고 있다.

5) UAE의 선불제 이동통신 요금은 아랍국가 중 가장 낮으며, 후불제 요금 또한 저
렴한 수준이다(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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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UAE의 이동전화 가입자 및 보급률 추이

자료: UAE TRA(www.tra.ae/UAE_telecom_statistics.html)

UAE의 이동통신 시장은 Etisalat와 du에 의해 양분되어 있는데
Etisalat와 du 모두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이 최대주주인 국영기
업으로, Etisalat의 경우 지분의 60%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du의 경우 지분의 80%가 정부 소유이다. 2007년 말 현재 Etisalat
의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은 83.6%이며, du의 점유율은 16.4%이
다. Etisalat가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며 1980년대 초반부터 이동
통신 서비스를 공급해온 데 반해 제2 통신사업자인 du가 2007년
2월에 이동통신 사용서비스를 개시한 점을 감안하면 후발주자
인 du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시장에 침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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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7년 2월부터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du는 서비스 개시 4개
월 만에 시장점유율 8.2%, 10개월 만에 16.4%를 기록하였으며,
du는 초 단위 요금제 도입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Etisalat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UAE는 이동통신 규격으로 GSM과 WCDMA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UAE의 이동통신은 1982년에 Etisalat가 아날로그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1994년에
GSM 900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후
Etisalat는 2003년 12월에 중동지역 이동통신사업자 중 최초로
WCDMA 방식의 3G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07년에는 기존
WCDMA 네트워크 개선을 통해 3.5G인 HSDPA 방식을 도입하
였다.
표 Ⅲ-4 UAE의 이동통신 사업자 현황(2007년 말 기준)

사업자

시스템

서비스 개시일

가입자(천 명)

시장점유율

Etisalat

GSM/WCDMA

1994년/2003년

6,400

83.6%

du

GSM/WCDMA

2007년 2월

1,256

16.4%

7,656

100.0%

합 계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8.5); UAE: Mobile Market: Overview
and Statistics; BMI(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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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III-1 UAE 통신시장의 선도기업 소개

Emirate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Etisalat)은 1976년 설립된 UAE
국영 통신사업자이다. 유선통신 및 이동통신, 인터넷, 데이터 등의 서비스를
UAE 및 인근국가에 제공하고 있다. UAE 정부가 60.0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 39.97%는 기업공개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2005년에 Emirates Integrated Telecommunications Company(du)가 통신시
장에 진출하기 전까지 Etisalat는 시장을 독점해 왔다. 2007년 말 기준, 직원
수는 약 1만여 명이였으며,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전년대비 15.46% 증가한
640만 명, 인터넷 가입자 수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88만 명, 유선전화 가입
자 수는 전년대비 3% 증가한 130만 명이다. Etisalat의 총 매출은 2007년 기
준 AED 229억(약 62억 달러)로 이 중 64%가 이동통신부문에서 발생하였으며,
순이익은 2007년 말 기준 AED 73억(20억 달러)에 이른다. 2008년 6월 현재
Etisalat의 시가총액은 AED 1,230억(약 335억 달러)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동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전 세계에서는 16번째로 큰 통신회사이
다.
UAE의 제1 통신사업자인 Etisalat는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
하여 인근 걸프국가들뿐만 아니라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로의 해외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Etisalat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진출에 이어 서아프
리카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의 통신시장 진출에도 성공하였다(본문‘UAE 통
신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참고).
자료: Zawya

다. 인터넷 및 IT시장
1995년부터 Etisalat가 인터넷서비스를 상용화한 이래로 UAE
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자 및 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현
재 UAE의 인터넷 보급률 및 IT 인프라수준은 중동지역 최고 수
준을 자랑하고 있다. 1995년 당시 몇 천 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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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수가 2000년에는 70여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
는 170만 명, 2007년에는 220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UAE의 인터넷 보급률은 49.5%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중동지역 국가 중 이스라엘6) 다음으로 높은 인터넷 보급률이다.
인터넷이용자의 급증으로 인터넷서비스 가입도 빠르게 증가하였
는데, 2000년에는 20만 명 수준이던 인터넷 가입자 수가 2005년
에는 53만 명, 2007년에는 90만 명(UAE 인구의 20%)으로 증가

그림 Ⅲ-3 UAE의 인터넷 이용자 및 보급률 추이

주: 인터넷 이용자 수는 TRA가 발표한 인터넷 보급률 이용하여 추정한 것임.
자료: IMF(2008.4); UAE TRA(www.tra.ae/UAE_telecom_statistics.html)

6) 2006년 이스라엘의 인터넷보급율은 57%로 추정됨(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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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특히 UAE는 인터넷 보급률의 상승과 함께 초고속인터넷 서비
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2001년 이후 매년 50~100%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는
데, 2004년에 6만 명 수준이었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2007년에 약 38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전체 인터넷망 사용자 가
운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4년 13.9%
에서 2007년 42%로 증가하였다. 한편 초고속인터넷의 증가세에
는 못미치지만 전화접속방식(dial-up) 인터넷 가입자 또한 매년
10~20%씩 꾸준히 증가고 있다. 2007년 전화접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52만 4,000명을 기록하였다.
UAE의 인터넷서비스 시장은 Etisalat의 자회사인 e-Company가
독점하고 있다. 통신시장 독점철폐 조치로 제2 통신사업자인 du
역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du의 서비스 공급
지역은 두바이 인터넷시티와 미디어시티 등 일부 자유구역에 국
한되어 있다.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인터넷서비스
공급자가 UAE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관계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정치ㆍ종교적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정부
의 인터넷 검열 조치가 IT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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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UAE의 인터넷 가입자 현황(2007년)
(단위: 천 명)

전체 인터넷망 가입자
2003년 2005년

전화접속인터넷 가입자

2007년 2003년 2005년

2007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2003년

2005년

2007년

347
528
904
317
399
524
30
(9.8%) (12.9%) (20.2%) (8.9%) (9.7%) (11.7%) (0.8%)

129
(3.1%)

380
(8.5%)

주: ( ) 안은 인구 백 명당 가입률 추정치임.
자료: IMF(2008.4); UAE TRA(www.tra.ae/UAE_telecom_statistics.html)

2007년 현재 UAE의 IT시장 규모는 약 25억 달러로 UAE 전체
GDP의 약 1.32%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 규모면에서 UAE의 IT
시장은 이스라엘(약 44억 달러)과 사우디아라비아(약 30억 달러)
에 이어 중동지역 내 3위의 규모이다. 성장률 또한 높아 매년
15% 내외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중동 최고 수준의 통신 및 인터넷 보급률과 UAE 현지국
민의 높은 소득수준 또한 IT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고유가에 따른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에너
지, 발전, 관광, 금융, 교육,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각종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IT 수요 증가가 UAE의 IT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약 25억 달러로 추정되는 UAE의 IT시장 내에서
하드웨어시장 규모는 약 14억 2,200만 달러로 전체의 57%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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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IT서비스가 6억 3,700
만 달러로 26%, 소프트웨어가 4억 1,000만 달러로 17%를 차지
하고 있다. 특히 하드웨어의 경우 노트북을 포함한 PC시장이 약
10억 달러로 전체 하드웨어 시장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Ⅲ-4 UAE의 IT시장 부문별 현황(2007년)
(단위: 백만 달러)

주: 추정치임.
자료: BMI

Ⅲ. 정보통신업｜113

다. IT제품 수입시장 동향 및 경쟁구조

1) IT제품 수입시장 동향
UAE의 IT제품7) 수입은 고유가가 본격화된 2003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초반까지 약 20억 달러 초중반 수준이던
UAE의 IT제품 수입금액은 2005년에는 67억 달러를 기록하며 5
년 만에 무려 3배가량 증가하였다. 2001~02년 UAE의 IT제품
수입금액은 각각 21억 달러와 22억 달러로, 총 수입에서 IT제품
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내외였다. 그러나 2002년 IT제품의 수
입액은 25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오히려 1.5%포인트 하
락하였다. UAE의 2002년 총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40% 가량 증
가한 반면 IT제품의 수입증가율은 전체 수입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는 13%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듬해인 2003년에는 IT
제품 수입이 전년대비 24% 증가한 3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2004년
부터 IT제품의 수입증가율이 전체 수입증가율을 크게 앞서면서
UAE IT제품의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7) IT 제품에 대한 분류 기준은 [부표 1]의 IT 품목 분류표 (HS코드 4단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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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는 IT제품 수입액이 전년대비 46.4%가 증가한 46억 달
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전체 수입에서 IT제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증가하여 2001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이어 2005
년에도 IT제품 수입액이 전년대비 46.1%가 증가한 6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수입에서 IT제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에 비해 0.8%포인트 증가한 8.3%로 늘어났다. 2006년 이후
의 UAE 수출입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은 불가능
하지만, UAE 정부의 적극적 IT부문 육성 및 최근의 IT시장

그림 Ⅲ-5 UAE의 IT제품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 Comtrad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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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UAE의 IT제품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수입

27,192

30,544

42,652

52,074

61,588

80,814

IT제품 수입

2,110

2,248

2,531

3,140

4,596

6,715

비중

7.8%

7.4%

5.9%

6.0%

7.5%

8.3%

자료: UN Comtrade DB

의 성장세 등을 감안하면 UAE의 IT제품 수입금액은 2006년 이
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현재
UAE의 총 수입에서 IT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8% 내외로 가정
한다면, UAE의 2007년 IT 수입 규모는 9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UAE의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
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TV 등 영상수신
기기 등을 꼽을 수 있다.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의 경우 2005
년 수입금액이 36억 6,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91%나 급증하였
다. 이는 최근 UAE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휴
대폰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컴퓨터 및 주변
기기의 경우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32% 증가한 7억 2,000만 달
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UAE의 인터넷 보급률이 꾸준히 향상되
면서 관공서와 기업, 가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컴퓨터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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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무선인
터넷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데스크톱 PC뿐만 아니라 휴대용 컴
퓨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한편 TV 등 영상수신기와
유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라디오 등 무선수신기기의 수입금액은
각각 4억 2,000만 달러와 2억 4,000만 달러, 1억 1,0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수입금액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 수준을 보였다.
표 Ⅲ-7 UAE의 10대 IT제품 수입품목 현황(2005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
코드
(HS)

품목명
IT제품 전체

2004년 2005년

3년평균
수입
증가율

수입
비중

46%

100.0%

4,596

6,715

1,920

3,663

80%

54.5%

1

8525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

2

8471

컴퓨터 및 주변기기

545

721

37%

10.7%

3

8544

전선 및 광섬유 케이블

390

441

44%

6.6%

4

8528

TV 등 영상수신기기

408

419

11%

6.2%

5

8536

전기회로 접속기기

284

373

35%

5.6%

6

8504

전기변성기 및 부분품

287

304

17%

4.5%

7

8517

유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272

238

18%

3.5%

8

8542

반도체

41

136

178%

2.0%

9

8529

TV수상기, 무선송수신기기
등의 부분품

154

118

7%

1.8%

10

8527

라디오 등 무선수신기기

136

113

-10%

1.7%

주: 수입증가율은 2003년부터 2005까지 3년간 수입증가율의 평균임.
자료: UN Comtrad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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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의 경우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입 비중
이 2005년 UAE 전체 IT제품 수입의 54.5%를 차지하였다. 휴대
폰 수입이 UAE 전체 IT제품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TV 등
영상수신기, 전기회로 접속기기까지를 포함한 상위 5대 품목의
수입비중이 전체 IT 제품 수입의 83.7%를 차지하고 있다.

2) IT제품 수입시장 경쟁구조
UAE의 IT제품 수입시장의 주요 특징은 최근 5년간 국가별 점
유율 및 순위 변동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UAE의 IT시
장의 성장에 따른 국가간 경쟁이 치열함을 의미한다. 2005년
UAE의 IT제품 수입시장에서의 국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핀란드
(20.2%), 중국(14.0%), 영국(10.4%), 헝가리(8.8%), 독일(8.8%) 순
으로 이들 5개 국가의 점유율이 UAE IT제품 수입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시장점유율 6.2%로
UAE IT제품 수입시장에서 6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
과 미국의 UAE IT제품 수입시장 점유율은 각각 4.8%와 3.4%로
우리나라에 이어 7위와 8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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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UAE IT 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별 점유율 추이

자료: UN Comtrade DB

UAE IT시장의 최대 수출국인 핀란드의 시장점유율은 2004년
까지 10%를 밑돌았으나 2005년에는 점유율이 20.2%로 급등하
였다. 핀란드의 대UAE 주력 수출상품은 휴대폰으로 핀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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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대UAE IT제품 수출금액 13억 6,000만 달러 가운데 휴대
폰 등 무선송신기기의 수출이 98%에 해당할 만큼 절대적인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핀란드의 점유율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급등하며 1위를 차지한 것도 UAE의 휴대폰 수입액 급
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2005년 UAE IT시장에 9억 4,000만 달러를 수출함으로
써 UAE IT제품 수입시장 점유율 14.0%를 기록, 2위를 차지하였
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중국의 대UAE 주력 IT 수출 품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
기와 휴대폰, TV 등 영상수신기기 등이다. 2005년 중국의 UAE
에 대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금액은 3억 달러이며, 휴대폰
수출금액은 2억 달러, TV 등 영상수신기기 수출금액은 1억
6,000만 달러로 이들 3개 품목이 전체 IT 수출의 70%가량을 차
지하고 있다.
영국은 2000년에 UAE IT 수입시장점유율 11.8%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였으나 이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3년
에는 7.4%까지 떨어졌다. 이후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여 2005년
에는 10.4%를 기록하며 UAE IT 수입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
였다. 영국의 대UAE 주력 IT 수출상품은 휴대폰으로 2005년 대
UAE IT제품 수출금액 7억 달러 가운데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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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출액이 4억 3,000만 달러로 전체 IT제품 수출액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반도체 수출액이 7,600만 달러로 전체 IT
제품 수출액의 11%, 전기회로 접속기기의 수출액이 5,700만 달
러로 8%를 차지하고 있다.
UAE의 2005년 IT제품 수입시장 점유율 4위는 헝가리로, 2000
년에 0.1%에도 미치지 못했던 헝가리의 점유율은 2003년에
5.2%로 급등한 데 이어 2005년에는 8.8%로 상승하였다. 헝가리
의 2005년 대UAE IT제품 수출금액은 5억 9,000만 달러로, 이 중
휴대폰 수출이 5억 8,000만 달러로 98%를 차지하고 있다. 핀란
드와 마찬가지로 휴대폰 수출이 대UAE IT제품 수출의 절대치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2001년에 UAE IT 수입시장 점유율 10.9%로 1위를 기
록한 바 있으나 이후 점유율이 하락하여 2005년에는 8.8%의 점
유율을 기록해 5위로 밀려났다. 독일의 대UAE 주력 IT 수출상
품은 휴대폰로, 2005년 대UAE IT제품 수출금액 5억 9,000만 달
러 가운데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의 수출액이 3억 5,500만 달
러로 전체 IT제품 수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전기
변성기 및 부분품이 6,500만 달러로 전체 IT제품 수출액의 11%,
전기회로 접속기기의 수출액이 5,660만 달러로 9.5%를 차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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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2005년 대UAE IT제품 수출금액은 4억 1,600만 달
러로 6.2%의 점유율을 기록해 6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UAE IT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2년 9.1%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 UAE에 대한 IT 수출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IT제품의 수출증가세가 UAE IT제품 수입증가 속도
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
UAE 주력 IT 수출제품은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와 TV 등 영
상수신기기이다. 2005년 UAE에 대한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의
수출액은 1억 8,300만 달러로 UAE에 대한 IT제품 수출금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TV 등 영상수신기기의 수출액은 1억
4,000만 달러로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선 및 광섬유
케이블의 수출액이 4,550만 달러로 UAE에 대한 IT제품 수출금
액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UAE에 3억 2,300만 달러를 수출한 일본은 점유율
4.8%로 7위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대UAE IT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 2002년 10.0%를 정
점으로 이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일본의 UAE
에 대한 주력 IT수출 품목은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인데, 이 품
목의 수출증가가 크게 둔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일
본의 2005년 UAE에 대한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의 수출액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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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6,900만 달러로 UAE에 대한 IT제품 수출금액의 52.4%를 차
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액이 4,200만 달
러로 UAE에 대한 IT제품 수출금액의 13%, TV 등 영상수신기기
수출액이 3,400만 달러로 10.5%를 차지하고 있다.
UAE IT제품 수입시장 점유율 8위는 미국으로, 2005년에 UAE
로 2억 2,800만 달러를 수출해 3.4%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미
국의 UAE IT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는
데, 2000년 6.5%의 점유율을 기록한 이후 2005년 3.4%까지 하
락하였다. 미국의 대UAE 주요 IT 수출 품목은 컴퓨터 및 주변
기기와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 유선통신기기 및 부분품이다.
2005년 UAE에 대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수출액은 6,300만 달
러로 UAE에 대한 IT제품 수출금액의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의 수출액은 3,600만 달러로 15.8%를 차
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선통신기기 및 부분품의 수출액이 3,200
만 달러로 UAE에 대한 IT제품 수출금액의 13.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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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주요국의 대UAE의 IT제품 수출 현황(2005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1

2

3

4

5

6

국명

대UAE IT제품 수출금액
2004년 2005년
및 주력 수출 품목

전년대비
증가율

수출
비중

대UAE IT제품 수출금액

442

1,357

207%

100.0%

핀란드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
(8525)

421

1,333

216%

98.3%

대UAE IT제품 수출금액

697

938

35%

100.0%

컴퓨터 및 주변기기
(8471)

185

309

67%

32.9%

92

200

119%

21.3%

TV 등 영상수신기기
(8528)

138

161

16%

17.1%

대UAE IT제품 수출금액

409

702

72%

100.0%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
(8525)

247

431

74%

61.4%

중국

영국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
(8525)

대UAE IT제품 수출금액

285

593

108%

100.0%

헝가리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
(8525)

272

583

115%

98.3%

대UAE IT제품 수출금액

330

592

80%

100.0%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
(8525)

178

355

100%

60.0%

대UAE IT제품 수출금액

328

416

27%

100.0%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
(8525)

105

183

74%

43.9%

TV 등 영상수신기기
(8528)

151

141

-7%

33.8%

독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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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계속.

순위

7

8

국명

일본

미국

대UAE IT제품 수출금액
2004년 2005년
및 주력 수출 품목

전년대비
증가율

수출
비중

대UAE IT제품 수출금액

355

324

-9%

100.0%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
(8525)

155

169

10%

52.4%

대UAE IT제품 수출금액

223

228

2%

100.0%

컴퓨터 및 주변기기
(8471)

52

63

21%

27.8%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
(8525)

52

36

-31%

15.8%

유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8517)

23

32

36%

13.9%

자료: UN Comtrad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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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투자 및 해외진출 현황

가. IT부문 외국기업 진출현황 및 정부의 유치전략

UAE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한 해외 IT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IT관련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들
경제자유구역은 100% 외국인소유 및 법인세ㆍ소득세 등 각종
세금 면제, 수입관세 면제, 무제한 과실송금 등의 인센티브를 바
탕으로 해외 IT기업의 투자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IT클러스트로 육성 중인 두바이의 경제자유구역 인터넷시티
(Internet City)의 경우 MS, IBM, Oracle, Compaq, Dell, Siemens,
Canon, Ericsson, HP, Cisco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을 포함한 7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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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IT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5,500명의 외국인력이 활동하고 있
다. 세계 최대 규모의 ICT단지로 조성된 두바이 인터넷시티는
중동지역 정보통신 허브를 지향하며 2000년 개장 이후 지난 7년
간 활발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현재 Oracle, Dell, IBM, HP 등
세계적 IT벤더들이 인터넷시티에 진출해 있으며, 약 14,000여
명의 IT 인력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종
사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 완공된 두바이 실리콘오아시스(Silicon Oasis)는
전 세계 IT분야 제조업체들의 투자진출을 꾀할 목적을 가지고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단지로 건설되었다. 실리콘오아시
스의 조성 및 운영을 맡고 있는 두바이 항공자유구역청(DAFZA:
Dubai Airport Free Zone Authority)은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기지
의 건설을 통해 중동지역의 낙후된 첨단제조업 및 R&D 분야의
발전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두바이 정부는 IT관련 유망 서비스업종인 콜서비스사업을 육
성할 목적으로 2005년에 두바이 아웃소싱구역(DOZ: Dubai
Outsourcing Zone)을 조성하였다. 두바이정부는 아웃소싱구역이
기업의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도의 콜서비스산업을 주요 경
쟁상대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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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III-2 UAE 정보통신시장의 외국기업 진출 사례

Thuraya(Thuraya Satellite Telecommunications Company)는 1997년 UAE에
서 설립된 위성통신회사이다. 위성통신휴대폰을 통해 위성 GMPCS 및 GSM 기술
을 적용하여 음성, 데이터, 팩스 및 단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GPS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UAE의 Etisalat International이 27.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
며, 사우디아라비아정부의 Arab Satellite Communications Organization이
7.94%, 카타르 텔레콤이 7.94%의 지분을 보유한 자본금 10억 달러 규모의 합작
회사이다. 직원 수는 270여 명이며, 가입자 수는 25만 명이다. 본사와 영업점
은 UAE 두바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비스센터는 앙골라와 UAE 샤르자에 있
다. 인도와 케냐, 싱가포르에 지점이 소재하고 있다.
Thuraya의 통신위성은 미국 Boeing Satellite Systems가 만들었으며, 네트
워크 시스템은 미국 Hughes가 맡고 있으며, 위성휴대폰은 Hughes와 스위스
Ascom사가 제조하며, 요금청구 및 고객관리 시스템은 핀란드의 Ericsson이
맡고 있다. Thuraya는 유럽, 북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및 남아프리카, 중동,
중앙 및 남아시아에 걸쳐 110개국 이상에 상용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며, 동
북아시아지역도 통화권역에 포함되나 현재까지 서비스를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Thuraya는 시장 확대를 위하여 2007년 1월에 잠비아의 SatCom과 파트너십을 체
결하였으며, Canar Telecommunications Company와 제휴협정을 체결하였다.
자료: Zawya

나. UAE 통신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UAE 정부는 국내 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기업 진입을 엄격
히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독점으로 성장한 국영통신회사 Etisalat
는 인근 10여 개 국가에 진출하고 있다. Etisalat는 2000년 이후
전략적으로 활발한 해외통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GCC 역내 국가뿐만 아니라 서남아와 아프리카 등의 다수 국가
에 진출해 통신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Etisalat는 2004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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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해 GSM 사업권을 획득하였으며 2005년부
터 제2 이동통신사업자(Mobily)로서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다.
Etisalat는 Mobily의 최대주주로서 전체 지분의 35%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Mobily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1,000만 명으로 시장점유율이 40%에 달한다. 또한 2005년에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tlantique
Telecom의 지분 70%를 인수함으로 서아프리카 7개국에서 통신
사업에 진출하였다. 2005년 6월에는 민영화 과정에 있는 파키스
탄 최대통신업체 PTCL(Pakistan Telecommunication Company
Limited)에 26억 달러를 투자해 26%의 지분을 확보하였으며,
2006년 5월에는 약 4,000만 달러에 아프가니스탄 GSM 사업권을
획득하여 2007년 8월부터 아프간 제4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아프리카 최대 정보통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집트에 진출하기 위하여 2006년 7월에 이집트
이동통신 사업권을 약 30억 달러에 획득하고 66%의 지분을 확
보하였다. Etisalat는 2007년 5월부터 이집트 제3 통신사업자로서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12년까지 시장점유율 30% 확보
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2007년 12월에는 인도네시아 제3 이
동통신사업자 Excelcomindo의 지분 15.97%를 4억 3,800만 달러
에 인수함으로써 동남아시아 통신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
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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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UAE Etisalat의 해외진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대상국가

진출연도

인수 또는 설립
회사명

사우디

2004년

Mobily

제2 이동
통신사업자

35

3,660

서아프리카
7개국

2005년

Atlantique
Telecom

통신사업자

70

n.a.

파키스탄

2005년

PTCL

제1 통신사업자

26

2,600

아프가니스탄

2006년

신규사업자

제4 이동
통신사업자

n.a.

40

2006년

Ganartel

제2 유선
통신사업자

n.a.

n.a.

2006년

Sudantel

제1 유선
통신사업자

n.a.

n.a.

2006년

Etisalat Misr

제3
통신사업자

66

3,000

47

n.a.

수단

이집트
잔지바르
(탄자니아)

2007년

현지 시장지위 소유지분 투자금액

Zanzibar

유선 및 이동

Telecom

통신사업자

인도네시아

2007년

Excelcomindo

제3 이동
통신사업자

16

438

나이지리아

2008년

Mubadala
Development Co

가상이동망사
업자(MVNO)

n.a.

n.a.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2007); BMI(2008) 등 각종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130｜UAE의 주요 산업

5
전망 및 평가

가. 통신시장

UAE의 통신시장은 중동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오일붐에 따른 경기활성화 및 소득
증대 등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구가하며 중동지역 통신산업
발달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연간 20% 내외의 높
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의 성장이 UAE 통신시
장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시장은 현재 150%가
넘는 이동통신 보급률을 기록하며 성숙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3G를 비롯한 차세대 통신기술이 급속히 보급되는 등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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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시장포화에 따른 타개책으로 UAE 제1
통신사업자인 Etisalat는 중동ㆍ아프리카ㆍ서남아 국가들로의 통
신사업 진출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향후 UAE의 유선통신시장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인구증가
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BMI에 따르
면 2007년 현재 UAE의 유선전화 회선 수는 약 138만 회선이며,
2012년까지 170만 회선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
선통신 회선 수가 연간 3~5%씩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UAE의
빠른 인구증가로 인해 유선통신 보급률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상
승할 것으로 보인다. BMI에 따르면 중동지역 최고 수준인 UAE
의 유선통신 보급률은 2007년에 31.0%로 추정되며, 2012년에는
34.8%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선통신
서비스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유선통신시장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UAE의 유선통신시장은 과
거부터 시장을 독점해온 Etisalat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향
후 유선통신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제2 통신사업자인 du의 투자
확대가 긴요하다. 그러나 2007년부터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du는
기업역량을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선통신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통신규제청(TRA)이 지금까지 금지되어온 인터넷전화(Vo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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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의 상용화를 허용할 경우 유
선전화시장의 성장은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UAE의 경우
유선을 이용한 국제전화의 요금이 비싼 관계로 통신규제청이 통
신사업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전화서비스를 금지해 왔다. 2007년
에 통신규제청이 인터넷전화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으로
밝힌 바 있으나, 인터넷전화서비스를 허용하더라도 국내 통신사
업자 보호 차원에서 인터넷전화 사업권은 Etisalat와 du에게만 부
여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전화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30% 이상의 가입자 증
가율을 보이며 빠른 성장을 이루어 왔다. 2007년 UAE의 이동전
화 가입자 수는 약 766만 명으로 보급률은 이미 170%를 넘어섰
다. 지난 2005년에 보급률 100%를 돌파한 이후 이동전화 가입이

표 Ⅲ-10 UAE의 유선전화 가입자 전망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구(천 명)

4,400

4,550

4,660

4,730

4,870

5,010

유선전화 회선 수
(천 회선)

1,386

1,460

1,528

1,591

1,649

1,697

유선전화 보급률
(%)

31.5

32.1

32.8

33.6

34.4

34.8

주: 2007년은 추정치이며, 2008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BMI(2008.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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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선불제요금 등 저가 요금제의
개발이 이동전화 보급률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UAE의 이동전화 요금은 1분당 약 USD0.06로 중동국가들 가운
데 가장 저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상용서
비스를 개시한 제2 통신사업자 du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확대
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함에 따라 이동통신시장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UAE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09년에 1,000만 명을 돌파하고 2012년
에는 1,1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에는 이동전
화 보급률이 230%를 넘어서게 된다(그림 Ⅲ-7 참고). 이동전화
보급률의 상승과 함께 3G 서비스 가입자 또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에는 15만 명에 불과했던 3G 가입자
수가 2007년에는 8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180만
명, 2012년까지는 24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중 약 21% 가량이 3G폰을 이용하게 되
는 것이다.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적어도 2015년 전까지는
제3 통신사업자의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Etisalt와 du에 의
한 복점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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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UAE 이동전화 가입자 전망

주: 2007년은 추정치, 2008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BMI(2008.Q3)

최근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UAE 이동통신시장이 직면한
심각한 위협은 바로 시장포화에 따른 시장 정체이다. UAE는 인
구가 500만 명에도 못 미치는 소국인 관계로 그만큼 빠른 속도
로 시장이 성숙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BMI의 전망에 따
르면 UAE 이동통신시장은 매년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기록하
며 빠르게 성장하다가 2010년을 기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
으로 예측된다. 2010년경에 이미 이동전화 보급률이 230%에 달
하게 되는데 이는 1인당 2개 이상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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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그러나 이동전화 이용자가 복수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다고 해서 1인당 통화량이 그에 비례해 증가하지는 않는
다. 보급률 증가로 이용자들의 통화량이 증가하기보다는 오히려
통신사업자간 경쟁만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용자가 이동통신
요금 및 통화품질, 부가서비스 등 각 서비스를 비교하여 통신
사를 선택함으로써 통신사간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장포화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채산성 악화를 야기할 가
능성이 높다. 더욱이 UAE의 이동전화 요금이 중동지역에서 가
장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이동전화 가입자의 90% 이상이 선
불요금제를 이용할 만큼 요금수준에 민감한 관계로, 이동통신시
장의 포화에 따른 성장정체는 그만큼 통신사업자의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향후 시장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UAE의 통신사업자들은 차세대통신 및 모바일
TV 등 고부가가치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04년
W-CDMA 서비스를 개시한 Etisalat는 2007년 2월에 제2 이동통
신사업자인 du가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3G 가
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3G 서비스 접속요금을 무료화하는 등 공
격적 마케팅에 힘입어 Etisalat는 2007년 5월에 3G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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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III-3 UAE 통신시장 SWOT 분석

Strengths
ㆍ 활발한 정보통신산업 성장세
ㆍ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제1 통신사업자 Etisalat의 요금인하 조치
ㆍ 해저광케이블 추가 설치를 통한 국제데이터서비스의 접속성 개선 및 비용
인하
ㆍ 제2 통신사업자 ‘du’의 서비스개시를 통한 이동통신시장 활성화

Weaknesses
ㆍ 유선통신서비스 성장률 둔화
ㆍ 경제자유규역 이외 지역에서의 Etisalat의 유선통신시장 장악
ㆍ 정부의 인터넷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 금지 조치
로 시장성장 기회가 차단됨.
ㆍ 이동통신시장 시장포화 직면(선진국을 웃도는 이동전화 보급률 기록)

Opportunities
ㆍ 경제자유구역 내 법인고객 중심으로 초고속인터넷 수요 급증
ㆍ 2007년 제2 통신사업자 du의 진입으로 인한 경쟁촉진 및 시장활성화
ㆍ 2008년 번호이동(MNP)제도 도입에 따른 경쟁촉진 및 요금인하 기대
ㆍ 통신규제청(TRA)의 인터넷전화(VoIP) 허용 검토

Threats
ㆍ 통신시장 전반의 시장포화 가능성
ㆍ 통신시장 외국인투자 약화로 인한 선진기술 도입 둔화 우려
ㆍ 정부의 인터넷이용 제한 및 검열
자료: BMI(2008.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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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DMA 네트워크를 HSDPA(3.5G)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2007
년 현재 Etisalat의 3G 이용가능지역은 UAE 거주지역의 97%에
이르며, 3.5G 가능지역은 전체 거주지역의 90%에 달한다. 한편
경쟁사인 du는 GSM/GPRS와 3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계약을
Nokia와 체결하였으며 2007년 6월에 국제화상통화 서비스를 개
시하였다. du는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30% 달성을 목표로 외국
인노동자 계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나. 인터넷 및 IT시장

인터넷 이용인구가 매년 20~30%씩 빠르게 증가하면서 UAE
의 IT시장 역시 활발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BMI에 따르면
2007년 현재 42.3%를8) 기록하고 있는 UAE의 인터넷 보급률은
2011년에는 54.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용인구도 2007년 약 186만 명에서 2012년 263만 명으로 약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역시 빠
른 증가세를 보여 2007년 약 38만 명에서 2012년에는 100만 명

8) UAE 통신규제청(TRA)은 2007년 인터넷 보급률을 49.5%로 발표하였으며, 인터넷
이용자 수는 약 22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BMI의 추정치와는 다소 차이를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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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도 2007년 8.6%에서 2012년에는 22.1%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UAE의 경우 인터넷 보급률이 상당 수준에 도달하였
고 향후 초고속인터넷의 활발한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관련 기업
들 역시 초고속인터넷 부문에 대한 투자 및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Etisalat의 자회사로서 인터넷서비스시장을 독점해 온 e-Company는
2006년 자체 용량을 10Gb/s 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가형 초고
속인터넷 상품을 출시하였다. 한편 2007년에 시장에 진출한 제2
통신사업자 du 역시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의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du사는 광대역 무선이동통신(WiMAX) 네트워크에 대한

표 Ⅲ-11 UAE의 인터넷 가입자 전망
(단위: 천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구

4,400

4,550

4,660

4,730

4,870

5,010

인터넷 사용자

1,863

2,017

2,171

2,325

2,479

2,633

인터넷 보급률

42.3%

44.3%

46.6%

49.2%

51.6%

54.1%

초고속인터넷 사용자

380

519

658

797

936

1,075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8.6%

11.4%

14.1%

16.8%

19.5%

22.1%

주: 2007년은 추정치, 2008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BMI(2008.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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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에 돌입하였으며 향후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터넷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IT시장 역시 활발한 성장세가 기
대되는데, 2007년 약 25억 달러인 IT 시장이 매년 1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해 2012년까지 시장규모가 약 42억 달러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UAE의 하드웨어시장은 중동 아랍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큰 규모로 2007년 시장규모는 약 14
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1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하
드웨어시장 매출의 78%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PC 판매량 증가
가 하드웨어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PC시장의 성장은 현
지 중소기업들의 휴대용컴퓨터 구매증가가 주도하고 있으며, 무
선인터넷과 DVD 등의 보급 및 확산에 따른 개인소비자들의 노
트북 구매 증가 또한 PC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UAE의 노트북 및 주변기기의 판매량은 12억 달러를 상
회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2년까지 노트북은 연평균 9%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여 전체 PC 판매량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
망된다. 한편 데스크탑 판매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정부의 적극적인 온라인 교육 확대 및 전자정부 구축 정책
에 힘입어 UAE 전역의 교육기관과 정부기관으로 데스크탑 설치
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GPS와 무선랜,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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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스(bluetooth) 기술 등의 확산에 힘입어 일반 개인소비자들의
휴대용단말기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UAE의 소프트웨어시장의 규모는 2008년에 5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12
년에는 시장규모가 7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자
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사적
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부문이 가장 빠른 성
장을 보이고 있으며,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석유ㆍ가스 관련 설비와 부동산개발, 금융, 통신, 공공부문 등에
서의 IT 인프라 및 하드웨어 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보안 및 데이터저장 등 관련 소프트웨어의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Microsoft와 Oracle 등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UAE의
지리적 이점과 각종 면세혜택 및 규제철폐 등 매력적인 인센티
브를 활용하기 위하여 두바이와 아부다비, 샤르자 등에 조성된
경제자유구역(free zone)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IT서비스는 UAE의 IT산업에서 가장 활발한 성장을 이루고 있
는 부문으로 정부의 전자정부 구축 이니셔티브가 IT서비스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 및 에너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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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내부 전산시스템의 아웃소싱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IT서
비스 수요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UAE의 IT서비스 시장규
모는 2007년 약 6억 4,0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10%의 성
장세를 보이며 2012년까지 시장규모가 12억 달러에 육박할 것
으로 전망된다. 현재 IBM Global Service사와 현지기업인 Injazat
Data System사가 UAE의 IT서비스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림 Ⅲ-8 UAE IT시장 성장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주: 2007년은 추정치, 2008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BMI(2008.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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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III-4 UAE IT시장 SWOT 분석

Strengths
ㆍ
ㆍ
ㆍ
ㆍ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IT산업 육성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 및 중동지역 비즈니스 중심지
중동 아랍국가 중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환경
IT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기업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규제철폐 및 인센티브 제공)
ㆍ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빠른 인구증가

Weaknesses
ㆍ 상대적으로 높은 인터넷 접속 비용
ㆍ 협소한 내수시장 및 시장포화 가능성
ㆍ 중동 물류허브로서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높은 가격 민감도

Opportunities
ㆍ 전자정부 구축 등 IT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한 정부조달시장 확대
ㆍ 고유가에 따른 중동시장의 IT 제품 및 서비스 수요증가
ㆍ CRM, 정보저장 장치 및 보안서비스 등의 수요 증가
ㆍ e-교육, 금융, 관광부문 등의 성장으로 인한 IT 수요 증가

Threats
ㆍ 아랍 주변국(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의 IT산업 육성에 따른 역내 경쟁
심화 우려
ㆍ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미국 및 세계경기 침체 우려
자료: BMI(2008.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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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광업
1/

산업 개황 및 특징

2/
3/

세부 업종 및 관련부문 동향

4/
5/

관광산업 정책

선도기업의 사업 현황

외국인투자 동향 및 성공 사례

6/

전망 및 평가

1
산업 개황 및 특징

1

971년에 개국한 UAE는 역사가 짧고 이집트, 요르단 등
중아지역 내 관광 산업 경쟁국과는 달리 역사적 유물이

나 유적지 등 전통적인 의미의 관광지로서 보유해야 하는 기본
적인 요소, 즉 특유의 문화유산이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
여 관광산업 개발시 기존의 관광개념을 뛰어 넘는 비즈니스 및
신문화 중심으로 발달시키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중동

ㆍ아프리카 지역 내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9) 산업의 요충지이자 휴양, 레저, 쇼핑 등을 동시에 즐

9) MICE 산업이란 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의 약자로 비즈니스
관광개념이 함축되어 있는 광의의 컨벤션 산업을 의미하며 국제회의산업이라고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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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수 있는 최초, 최대의 관광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인프라 구
축에 지속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내 여타 국가와
는 다른 관광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 및 비즈니스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가 두바이뿐만 아니라 아부다비
에도 적용되는 기본적인 전략이나 각 에미리트별로 관광산업 개
발의 특성이 서로 상이한 점은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UAE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제관광위원회(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가 향후 10
년간 중동지역 관광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을 5.2%로 전망하는
등 전반적인 호황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UAE
는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중동 관광산업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전문기관 BMI에 따르면 UAE는 중동지역 관광부문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관광객 수가 9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관광객 1천만 명 시대
와 함께 관광부문 수입액이 약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
고 있다. [표 IV-1]에서와 같이 UAE는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중
심으로 관광객 규모와 수익이 지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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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2005~10년 UAE의 관광객 및 관광 수입액 예상 규모
(단위: 천 명, 억 달러, %)

관광객

관광 수입

연도
관광객수

증감율

수입액

증감율

2005

7,480

8.0

18.6

16.8

2006

7,935

6.1

22.7

22.0

2007

8,522

7.4

27.4

20.89

2008

8,906

4.5

30.9

12.7

2009

9,333

4.8

35.0

13.5

2010

9,753

4.5

39.5

12.7

자료: BMI; WTTC

국제관광위원회(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는 또한
UAE의 관광산업이 2015년까지 연간 7.2% 성장할 것이라는 장기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Dubai에서 진행 중인 Palms, Waterfront,
The Marina, Dubailand, Festival City 등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 신
규개발 중인 관광 상품 등 관광산업의 획기적 전환을 통하여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위원회는 호텔분야에 지속적인 투
자를 통해 UAE 관광산업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
망하면서 2015년까지 관광객 수는 1,4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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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UAE의 주요 관광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단위: 백만 달러)

프로젝트명

규 모

시 작

종 료

Bawadi (Dubailand)

54,450

Q2 2008

Q2 2016

Yas Island Development

39,500

Q4 2006

Q4 2014

Mudon (Dubailand)

15,000

Q4 2007

Q2 2012

Majan (Dubailand)

4,100

Q3 2007

Q4 2009

Motorcity (Dubailand)

3,000

Q4 2006

Q4 2009

Dubai Sports City (Dubailand)

2,500

Q3 2005

Q1 2009

Universal City (Dubailand)

2,200

Q1 2009

Q1 2012

Living Legends & Trade Legends
(Dubailand)

2,000

Q1 2008

Q4 2013

Saadiyat Island

2,000

Q4 2006

Q4 2018

Aqua Dunya (Dubailand)

1,900

Q4 2008

Q3 2010

자료: MEED

UAE 경제부에 따르면 2005년 UAE 방문 관광객의 총 소비지
출액은 64억 AED(약 17억 달러)로서 10년 후에는 158억 AED
(약 4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05년 현재
약 3만 5천 실의 객실이 시공 또는 계획단계인 것으로 파악되는
데, 향후 5년간 증설 예정인 객실만도 약 5만 5천 실에 이른다.
4만 2천 실을 보유하고 있는 라스베가스나 뒤를 이어 2만 7천
실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마카오와 비교했을 때 UAE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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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통해 호텔산업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
다고 분석된다.
브랜드 컨설팅 회사인 FutureBrand가 실시한 2006년 국가상품
경쟁력지수(Country Brand Index)에 따르면 UAE는 국제관광산업
부문 세계 3위를 차지했으며 쇼핑부문 4위, 회의부문 9위, 요양/
숙박부문이 10위에 올랐다. 보통 한 지역 또는 국가가 세계적인
여행지로 자리잡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볼 때
UAE는 빠른 시간 내에 세계적인 여행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데, 이는 마케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UAE는 관광분야의 교육에도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AE Higher Colleges of Technology에서는 Dubai Women's College
(DWC)를 통해 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UAE 대
학교에서도 관광사업과 연관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MBA 과
정을 통한 국제경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Zayed 대학은
관광 관련 대학원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
국 내 관광 및 호텔경영 주요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광경영분
야 석사코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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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산업 정책

에

너지자원 의존도가 높은 UAE는 경제 구조 다변화 노력
의 일환으로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 육성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UAE의 대표적인
양대 관광지역으로 육성 및 정비될 예정이다.

가. 두바이

세계관광위원회(WTTC)는 두바이 통치자인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의 경우 관광산업이 한 국가를 어떻게 변
모시킬 수 있는지를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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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는 향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자원에 대비, 미래
수익창출 산업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
고 있다.
두바이는 2015 두바이 경제개발계획(Dubai Strategic Plan 2015)
에 따라 서비스산업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특
히 관광, 호텔산업이 중심이 된 서비스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비
석유 부문 GDP의 70%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1,500만 명 관광객 유치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2015 두바이 경
제개발계획에서 향후 경제성장 동력산업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
문은 서비스 특히 관광산업으로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상자 IV-1 2015 두바이 경제개발계획(Dubai Strategic Plan 2015)

2015 두바이 경제개발계획(Dubai Strategic Plan 2015)이란 2000년 발표된
2010 계획에 따라 추진된 두바이 개발프로젝트 결과, 2010년 목표로 했던 계
획이 2005년에 이미 앞당겨 달성되자 2007년 2월 3일(토) 두바이 수장인 쉐이
크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막툼이 2008~15년간(8년) 두바이 경제성장 목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경제개발계획이다.
비전 2010은 경제개발, 외자유치에 치중되었던 반면 2015 두바이경제개발
계획은 목표의 상향 조정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2015년까지 두바이
GDP 1,080억 달러, 1인당 GDP 44,000달러라는 가시적 목표를 수립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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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두바이 경제개발 목표

구 분

2005년 성과

2010년 목표

2015년 목표

GDP

374억 달러

300억 달러

1,080억 달러

1인당 GDP

31,140달러

23,000달러

44,000달러

95.1%
- 73.6%

96%
- 70%

비석유 부문 비중(GDP 내)
- 서비스 부문 비중
자료: 두바이 정부

2000~05년간 두바이 GDP 평균 성장률은 13%이며 특히
2005~06년간 16%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두바이 경
제개발청(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은 관광ㆍ휴양 산
업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부문의 성장이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특히 동 개발계획을 통하여 문화산업 육성을 천명한
만큼 영화관, 극장, 박물관 등의 시설확충으로 관련시장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두바이 관광청은 2015년까지 1,5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위
해 총 3,540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330억 달
러에 이르는 제벨알리 Dubai World Central 프로젝트를 포함하
여 호텔, 항공, 관광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가 예상된다.
또한 단순 쇼핑에 국한된 것이 아닌 무역, 비즈니스, 휴양, 관광
을 위한 고객 유치를 통해 두바이를 전방위적인 ‘기회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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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of opportunities)’로 성장시킨다는 전략하에 기본 인프라구
축 강화를 위해 항공산업(민간 항공분야 등)에도 860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다. 두바이에는 관광청 면허를 취
득한 가이드만 400명 이상 활동하고 있고 관광청을 통한 교육
으로 관광산업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데, 2007년에 관광
가이드 면허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나. 아부다비

아부다비는 관광 관련 프로젝트에 향후 10년간 연간 1억 달러
의 예산을 책정하고 관광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부
다비 관광청(ADTA: Abu Dhabi Tourism Authority)은 관광산업
전략을 수립, 시행하는 중추 기관인데 국제적으로는 UAE 홍보,
투자자 및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전
시 활동, 관광 및 관련 사회기반시설 개발 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아부다비 관광청은 관광홍보
를 위하여 2012년까지 총 7개의 해외사무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
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2005년 6개의 국제관광 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해외시장을 대상
으로 아부다비의 주요 관광지 소개, 관광객 유치, 투자설명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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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활동 수행하고 있다.
아부다비 관광청은 2008년 4월 20일 ‘아부다비 관광진흥전략
5개년(2008~12) 계획’을 발표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표
를 제시한 바 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아부다비 정부는 2012년
까지 관광객 목표수를 270만 명으로 수립하고 이후 점차 늘려
2015년까지 300만 명까지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서비스 혁
신을 위한 행정부 지침에 따라 관광산업 육성계획이 발표되었는
데 UAE 내 최고급 관광산업을 구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
히 UAE 전체 에너지 생산량 및 매장량의 90% 이상이 아부다비
에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관광산업 육성은 탈에너지 성격
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아부다비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
며 이의 일환으로 270억 달러 상당의 ‘사디야트 아일랜드(일명
행복의 섬)’를 비롯한 각종 문화 관광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
다. 또한 2010년 완공 예정인 아부다비 신공항은 연간 2,000만
명의 관광객 이용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고 2010년까지 민간부
문을 중심으로 40개의 호텔 및 리조트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Mubarak Al Muhairi 아부다비 관광청 국장은 ‘아부다비 관광
진흥전략 5개년(2008~2012) 계획’ 발표시 관광산업의 목표는
최고급 문화 중심의 관광시장 개발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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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아부다비의 주요 관광건설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공사기간
(완공일)

Al Gurm Resort

2008

Al Reem Island

2008～12

Al Shams

2009～11

Najmat

2012

Marina Square

2009

Emirates Pearl Hotel and Resort

2009

The Gate Development

2008

Gulf Hotel Waterfront Resort

2008

Abu Dhabi National Exhibition Centre (ADNEC) 확장 공사

2008

Abu Dhabi International Airport 확장 공사

2011

Al Raha Beach Development

2007～08

Lulu Island Development

2010

Khalidiya Rotana Hotel and Residences

2009

Abu Dhabi Central Market

2008

Capital Plaza Development

2008

Fairmont Abu Dhabi Resort and Villas

2008

Landmark Tower

2009

Stellar Tower Building

2009

Saadiyat Island Development (SID)

2009～18

자료: 아부다비 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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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는 페트로달러 등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수
준의 문화, 레저, 비즈니스 관광 중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전망
이다. 특히 두바이와는 다르게 루브르 박물관, 구겐하임 박물관
아부다비 지점 개설 등 고급문화 중심지, 고품질 관광단지를 지
향하고 있다. 아부다비는 호텔부문 투자를 지속하여 2015년까지
객실규모를 2만 5천 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아부다비 국
제공항 확장공사와 같은 인프라 구축도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부다비 정부는 UAE 총 국토면적의 70%, 아부다비 토
후국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서부지역(Western Region) 개발에
총 10억 달러를 투자, 광범위하고도 야심차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소위 Empty Quarter 또는 Rub Al Khali로 불리우며 사
우디아라비아와 경계선상에 있는 Sila'a 지역과 두바이, 걸프 해
변 경계 전체로 이어지는데 아부다비 정부는 역내 최대의 해양,
사막 관광지 및 산업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이미 다수의 프로젝
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부다비 외곽지역 및 근교 개발을 위해
설립된 서부지역 개발위원회{Western

Region

Development

Council(WRDC)}에 의하면, 동 계획의 4대 목표는 ① 지역민 공
익을 위한 경제/사회개발, ② 사회기반시설 구축, ③ 투자유치,

④ 기업발전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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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업종 및 관련부문 동향

가. 호텔업

조사기관 BMI에 따르면 2006년도 두바이의 호텔 투숙객수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약 650만 명에 이른다. 두바이 관광청은
2006년 말 기준 두바이 소재 302개 호텔의 평균 객실 점유율이
82%를 넘어섰으며 2007년에는 84% 이상이라고 밝혔다. 2006년
도 두바이 방문객 규모도 약 73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연
중 방문 가능한 관광지라는 이미지 구축 및 마케팅을 통하여 해
외 관광시장에서 두바이 입지가 지속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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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2001～07년간 두바이의 호텔 투숙객 추이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호텔수

264

272

271

276

290

302

319

25,571

26,155

28,610

30,850

32,677

72.4

81.0

84.6

82.0

84.3

객실수
평균 객실
점유율(%)

21,428 23,170
60.9

70.2

자료: 두바이 관광청; 두바이 통계청

두바이 호텔업계는 2004년 15억 달러, 2005년 21억 달러를 벌
어들이는 등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표 Ⅳ-5]에서와 같이 두바
이는 호텔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호텔 객실 점유율이
80%를 넘고 있는데, 이는 관광객 증가세를 반영함은 물론 관광
산업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 역할도 하고 있다.
UAE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적극 활
용하여 양 대륙간 단순 환승지역에서 벗어나 관광 목적지로 거
듭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주변 아랍국 관광객을 제외한
2006년도 4/4분기 두바이 방문 호텔 투숙객의 지역출신별 비율
을 살펴보면 유럽 관광객이 전체 투숙객의 35%로 압도적으로
많다. 두바이를 찾는 주요 유럽국들은 영국(14만 3천 명), 러시아
(7만 7천 명), 독일(7만 1천 명), 프랑스(2만 명), 네덜란드(1만 5
천 명) 등이다. UAE 경제부10)는 러시아 혹한의 계절인 1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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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3월 사이에 러시아 관광객의 유입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동 기간 중 아시아 국가들의 투숙객 비율은 전체 139
만 명의 22%인 30만 명 수준으로서 중국(1만 7천 명), 일본(1만
5천 명), 한국(7천 명) 방문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2006
년 아부다비의 호텔 투숙객 수는 약 135만 명으로서 86억 AED
(약 23억 달러)의 관광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부다
비 관광청은 현재 1만여 개에 이르는 호텔 객실 수가 향후 2~3
년 내에 60% 이상, 2015년까지 1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2006년 아부다비의 호텔 객실 점유율은 79% 수준
이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중동지역 전체에 약 150만 명의 호텔
숙박시설 종사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11)이 나오고 있다. 이
와 관련, 두바이 최대 부동산 개발사인 나킬사는 현재 건설 중
인 팜 아일랜드 프로젝트에 총 210개의 호텔을 지을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등 UAE의 호텔 신축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 유명 호텔 계열사인 Marriott는 2009년까지 9개의 호텔 및
서비스 아파트 등을 UAE 내 신축할 예정이고 인도계 호텔레저

10) p.130, investor's guide to the UAE
11) 2007, “1.5m jobs in hospitality sector by 2017”, Khaleejtimes (March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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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2006년 4/4분기 두바이 소재 호텔 투숙객들의 출신지역 현황
(단위: %, 명)

지역명

투숙객 수

비 중

아랍

359,778

26

아시아

299,685

22

오세아니아

37,168

3

아프리카

99,172

7

유럽

497,103

35

미주

98,320

7

총계

1,391,226

100

자료: 두바이 관광청; 두바이 통계청

그룹사인 Flora 그룹은 향후 3년간 두바이에만 6개의 숙박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독일계 Kempinski 호텔도 UAE 토후국
7개별로 각 1개 호텔을 확보하는 ‘7개 토후국 7개 호텔’ 전략을
구사 중이다.
최근 진행 또는 발표되고 있는 호텔건축 계획은 주로 5성급에
국한되어 있어 고급호텔의 공급과잉 우려도 있으나, 최근 3-4성
급 이하는 물론 무슬림을 위한 이슬람식 호텔도 개장되고 있어
호텔의 다양성도 추구되고 있다. 또한 단순 고급호텔의 개념에
서 벗어나 스파, 리조트 시설을 기본으로 한 휴양 개념의 호텔
이 증가하고 있으며 1년 이하의 단기 외국인 체류자를 겨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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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식 아파트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2015년 1천 5백
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두바이 호텔 및 서비스 아파트 수
와 객실 수는 2006년 각각 313개 및 40,862개에서 2007년 11월
현재 439개 및 46,775개로 늘어났다. 두바이 관광청은 2016년까
지 두바이 호텔 및 서비스 아파트 수가 554개, 객실 127,000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중반에 발표된 바와디 프로젝트는 1천억 AED(약
272억 달러) 규모의 대형 관광산업 프로젝트로서, 동 프로젝트
를 통해 총 31개 호텔, 29,200개의 객실을 확보, 관광객 숙박문
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 프로젝트 1단계에 의하면
2010년까지 5개의 5성급 호텔이 들어서며 2011～14년(2～5단계)
까지 매년 6개, 7개, 7개, 6개의 호텔이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
이다. 이로써 두바이의 호텔 수가 현재보다 두 배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두바이의 대표적인 호텔 경영 회사는 주메이라 그룹으로서 소
위 7성 호텔로 알려져 있는 부르즈 알아랍 호텔과 두바이 주요
상징물 중 하나인 에미리트 타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동 내 최
대 다목적 테마파크인 Dubailand 내 Aqua Dunya 리조트도 관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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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두바이 호텔 및 서비스 아파트 규모 현황과 전망

구 분

2006년

2016년

호텔 및 서비스 아파트(개)

313

554

객실(실)

40,862

127,000

자료: 두바이 관광청
표 Ⅳ-8 두바이 주요 호텔 건축 예정 프로젝트

지 역

호텔명/프로젝트명

객실
규모

완공
예정일

팜 주메이라

아틀란티스 호텔

1,539

2008년

비즈니스 베이

아르마니 호텔

175

2009년

두바이랜드

바와디

60,000

2016년

비 고

부르즈 두바이 내
위치
두바이 최대 규모
호텔 개발 사업으로
총 51개 호텔 건설
예정

자료: 두바이 관광청

UAE 호텔은 주류 판매에 대한 에미리트별 법령 및 호텔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슬람 규정을 준수하
는 소위 이슬람식 호텔도 각광을 받고 있다. 다만 두바이는 호
텔 내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주호텔도 있는데
최초 금주호텔인 Taj Palace Hotel은 2000년 개장부터 이슬람식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며 돼지고기를 제공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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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특성상 두바이 또한 이슬람 전통을 중시하는 무슬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슬람식 호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슬람식 호텔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Shaza Hotel, Tamani
Hotels and Resorts, Hospitality Management Holdings(HMH), Flora
Hotels, Al Mulla Hospitality 등이 있으며 이슬람 호텔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아부다비 기반의 Rotana 호텔 체인도
Reyhaan이라는 호텔 브랜드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이슬람식
호텔은 무슬림 투숙객뿐만 아니라 비무슬림 투숙객에게는 색다

글상자 IV-2 이슬람식 호텔의 운영 규정

이슬람식 호텔이란 이슬람에 부합하는 문화적, 종교적 원칙에 의거하여 운영
되는 호텔을 의미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호텔 내 주류반입 및 판매 금지
② 카아바(메카 지역) 방향 표시
③ 나이트클럽과 같은 유흥시설 금지
④ Halal(이슬람식으로 도축한 육류 및 이슬람이 허용하는 음식류) 식음료 제
공 및 돼지고기 요리 금지
⑤ 무슬림 직원 고용
⑥ 단정한 복장
⑦
⑧
⑨
⑩
⑪
⑫

헬스클럽과 같은 호텔 내 시설물의 남녀 구별 사용
호텔 내 기도실 설치
예술품의 인간형상 묘사 금지
침대 위치의 성지방향 설치 금지
화장실 위치의 성지방향 설치 금지
객실 내 코란 및 기도 매트 비치

자료: Gulf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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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틈새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
는데 종교적, 가족중심적 성향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
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다만, 주류 및 돼지고기 음식판매
제한에 따라 일반 여행객의 호응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슬람 호텔들은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포함한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나. 레저산업

두바이 관광개발산업의 대표격인 두바이랜드 프로젝트(2003
년 8월 23일 발표)는 ‘2010년까지 관광객 1,500백만 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건설계획이다. 동 프로젝트는 세
계 최대로서 미국의 디즈니월드의 두 배 규모이며 두바이 외곽
에 신개념 관광도시를 건설, 신규 관광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초대형 프로젝트인 두바이랜드는 30억 평방피트 면적에 650
억 달러가 투입되며 국제적 관광 허브를 모토로 하여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다. 7개 테마, 총 45개
메가 프로젝트 및 200여개 서브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테마별로
구역을 정하고, 각 테마별 프로그램에 맞는 시설을 구축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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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두바이랜드 테마별 상세 내역

구 분

테마 파크

내 용
Great Dubai Wheel, Dubai Snowdome 으로 구성
- Great Dubai Wheel은 두바이랜드의 중심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약 50㎞의 시계가 확보됨(런던의 London Eye
보다 큰 세계 최대 규모임)
- Dubai Snowdome은 지름 200m, 높이 70m로서 140
만 평방피트 규모로 건설될 예정

문화 및 예술

과학 및 천문관

- 이슬람 문화와 과학문명을 중심으로 하되 세계적 건축물
구조를 기초로 다양한 문화 시설물 건설 예정
- 에미리트 과학 박물관, 천체 테마 호텔 등 우주 과학을
주제로한 복합단지 형태의 프로젝트로 규모는 165만 평
방피트임

스포츠 및 관련
아카데미

- 두바이 골프 시티, 두바이 스포츠 시티, 경마 및 폴로
클럽 등으로 구성

웰빙 및 헬스

- 뷰티 랜드, 리버사이드, Al Barari로 구성
- 뷰티 랜드: 348만 평방피트, 뷰티 아카데미, 관련 박물
관, 미용 관련 상품 매장, 호텔 리조트 로 구성

쇼핑 및 소매

- 두바이 바자, 두바이 아울렛으로 구성
- Al Sahara Kingdom 및 City of Arabia로 구성
- Al Sahara Kingdom: 5천만 평방피트 규모, 천일야화를

리조트 및 호텔

테마로 하여 2개의 4성급 호텔, 실내 테마 파크 구성
- City of Arabia: 2천만 평방 피트, 1천만 평방피트 규모
의 Mall of Arabia 건설 예정

자료: 두바이랜드

다. Emirates Ring Road를 따라 위치하고 있어 두바이는 물론 아
부다비, 알아인, 샤르자 등 인근 지역의 접근성이 좋다.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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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1단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행되며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외 두바이 주요 관광산업개발 프로젝트로는 바와디 프로젝
트가 있는데 두바이 숙박, 관광산업 개발 및 육성을 위해 1천억
AED(약 272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동 프로젝트는 2006년
5월 발표되었으며 세계 최대, 최고의 숙박, 관광시설을 추구하는
고밀도 종합단지로 건설된다. 두바이홀딩 계열사인 타트위르사
에 의해 추진되며 2010년 1,500만 명 관광객 유치목표 달성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바와디 프로젝트의 핵심부분
인 관광, 레저, 오락, 쇼핑 시설의 경우 두바이 시내 인근 사막에
도로를 중심으로 약 10km에 걸쳐 1억 3천 9백만 평방피트 규모
로 지어지는데, 100여 개 이상의 극장과 1,500여 개에 이르는 음
식점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향후 8년간 총 31개의 호
텔이 건설될 예정인데 세계 최대의 ‘아시아 아시아’ 호텔도 포
함된다. 동 프로젝트는 UAE 관광산업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다 줌은 물론 MICE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
망된다.
2004년 3월 착공된 두바이 스포츠시티는 관광과 레저를 동시
에 즐길 수 있도록 주거 및 상업 공간, 그리고 30억 달러 규모의
스포츠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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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도 약 300m에 위치한 림섬(Reem Island) 개발 프로젝
트, 147억 달러 규모의 알라하 해변(Al Raha Beach) 개발 프로젝
트 등을 추진함으로써 관광 및 휴양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 문화산업

아부다비 및 두바이 공히 관광산업에 있어 문화적 요소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이슬람 고유문화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명 문화유산을 적극 유치하는 추세이다.
아부다비에 비하여 문화적 요소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두바이는 Creek 지역을 세계적 수준의 복합 문화지구로 거듭나
게 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바이 정부는
동 지역을 박물관, 갤러리, 개방형 극장, 고급호텔, 주거지역, 백
화점, Marina 등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 단지로 구성할 예정인데
약 19억 달러가 투입될 두바이 문화개발 프로젝트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바이의 통치자인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은 동 문화개발 프로젝트를 통하여 두바이의
다문화 도시적 성격을 반영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
복합단지를 개발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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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전통 문화유산 보전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현재, 전도유망
한 미래를 아우르는 것인데, 이는 두바이 관광산업이 문화를 중
심으로 하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바이 정부
는 Shindaga 지역에서 Saif 지역 및 Deira 전통시장을 지나 Bani
Yas에 이르는 약 400만 평방피트의 넓은 지역을 개발할 예정인
바 지역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문화자산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조적, 지적, 예술적, 문화적 기반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1951년 Deira 지역에 설립한 두
바이 최고(最古) Al Maktoum 병원을 개조하여 전시관으로 사용,
두바이 의료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의료장비와 사진을 전시할
예정이다. 두바이 쇼핑 페스티벌의 경우에도 단순히 할인 판매
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One World, One Family, One Festival’의
기치 아래 The World Cultures Festival, A Family Entertainment
Festival, The Arts and Cultural Festivals, A Musical Festival, The
Dubai Fashion Festival, The Sports Festival, A Food Festival, The
Heritage Festival, A Shopping Malls Festival 등 수많은 행사 중 취
사선택하여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세계
문화가 한 데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하였다.
아부다비의 관광산업 전략은 문화, 유적, 박물관이라는 3가지
토대를 바탕으로 단순 관광에서 한 단계 나아가자는 목표를 가

170｜UAE의 주요 산업

지고 추진되고 있다. 아부다비 정부 또한 아부다비를 중동 내
문화 중심의 친환경 관광 중심지로 부상시키겠다는 전략과 함께
구겐하임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3월 아부다비
관광청과 프랑스 문화통신부 간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 분관
30년 장기 임대계약이 이루어졌다. 동 분관의 개장 예상연도는
2012년이며 사디야트 아일랜드 내 문화지구에 24,000㎡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현대 미술작품 소장으로 유명한 뉴욕 구겐하
임 박물관 분관도 동 문화 지구내에 건립될 전망이다. 임대비용
으로 총 10억 유로를 쓰는 루브르 박물관 분관은 프랑스 건축가
인 Jean Nouvel에 의해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기념홀은 전 아부다
비 수장이자 UAE 대통령인 Sheikh Zayed Bin Sultan Al Nahyan에
게 헌정되었다. 구겐하임 박물관 및 루브르 박물관 아부다비 분
관이 들어설 사디야트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아부다비 관광청 투
자회사인 관광개발투자공사(TDIC:

Tourism

Development

&

Investment Company)가 총 270억 달러를 투자하여 아부다비시 북
동쪽 해안 500m 부근에 위치한 27㎢의 자연섬을 국제적인 관광
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동 프로젝트는 2006~18년간 총 3단계에
걸쳐 개발되며 아부다비는 UAE의 문화관광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 주요시설로는 ① 29개의 호텔(7,000개 객실), ② 박물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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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르 박물관, 구겐하임 박물관, 해양 박물관 등), ③ 예술센터(오
페라 하우스, 공연장 등), ④ 2개의 골프코스 및 레저시설, ⑤ 아
파트 및 빌라 등이 있다.

라. 소매업(쇼핑)

두바이 관광객의 소비지출액은 2009년까지 전 GCC 국가 최
고 수준인 연 280억 AED(약 7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다. UAE 관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매산업은 장시간 외
부활동이 어려운 높은 기온(여름 낮기온이 50도에 육박) 때문에
주로 중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집중 성장하고 있다. UAE 소비
자들은 에어컨 시설이 완비된 실내 쇼핑을 선호하기 때문에 쇼
핑몰은 거주민의 생활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두바이
의 종합위락단지인 Mall of the Emirates는 One-stop shopping 개
념을 도입하여 상품 구매는 물론 식사, 영화 관람 등 복합적인
활동이 가능하므로 여가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겸비
하고 있다.
두바이 중심지인 비즈니스 베이에 위치한 ‘두바이 몰’(UAE 최
대규모)의 경우 인근 상권 내에 정원, 호수, 주거, 레저, 사무공
간으로 이루어진 부르즈 두바이 복합 단지가 건립됨에 따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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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객 유치의 장점도 겸비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쇼핑몰은 일반
적으로 호텔과 연결되어 관광객의 접근이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와 맞물려 소매시장 규모도 점증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최근 두바이의 대형 쇼핑몰은 상점, 음식
점, 전시회장, 공연장, 극장, 서점 등으로 구성된 복합 쇼핑몰 개
념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호텔과 연결되어 있어 순수 관광 목
적의 방문객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소매시장 고객으로 이어
지고 있다.
한편, UAE 소매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1996년 2월 15일 중동 최초 및 대규모 쇼핑행사로 시작된
두바이 쇼핑 페스티벌로서 평균 1개월 동안 두바이에서 대대적
인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운영 초기 소매부문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되었던 두바이 쇼핑 페스티벌은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두바이 쇼핑 페스티벌은 숙박업, 관광업,
소매업 부문을 이끌어 가고 있는 주요 행사로서 매년 두차례(동
절기, 하절기) 열린다. 기간 중에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가족,
하나의 축제(One World, One Family, One Festival)’라는 기치 아
래 모든 가족 구성원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된다.
방문객 수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시작연도인 1996년 160만
명에서 2006~07년에는 350만 명으로 늘어났다. 판매액도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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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 중 전년 대비 50% 증가한 100억 AED(약 2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숙박 특수를 형성하며 호텔 투숙객 점유율도 높아
졌는데, 숙박업 수입규모 또한 2000년 4억 5천만 디람에서 2001
년 4억 8천만 디람으로 증가한 바 있다. 2008년 페스티벌 기간
동안 소매시장의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였다.
표 Ⅳ-10 두바이 쇼핑 페스티벌 관광객 수 및 판매액 추이

연 도

고객수(백만 명)

고객 증감률
(%)

판매액(억 AED)

판매액
증감률(%)

2006~07

3.5

6.06

100.02

49.96

2005

3.3

6.45

66.7

15.00

2004

3.1

6.16

58

13.28

2003

2.92

8.96

51.2

11.30

2002

2.68

5.10

46

2.22

2001

2.55

2.00

45

4.41

2000

2.5

4.17

43.1

3.86

1999

2.4

9.09

41.5

8.92

1998

2.2

37.50

38.1

36.56

1997

1.6

0.00

27.9

29.77

1996

1.6

-

21.5

-

자료: 두바이 쇼핑 페스티벌(www.myds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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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광객이 감소하는 여름철을 겨냥하여 1998년부터 진행
해 온 두바이 여름 쇼핑 페스티벌(Dubai Summer Surprises)은 관
광객 연중 유치효과를 거두고 있다. 소매시장제품 전시회를 주
관하는 InRetail사 조사에 따르면, 두바이 소매시장 규모는 UAE
전체 소매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2008년 현재 두바이 소매시장 면적은 1,500만 평방피트로
향후 2년 내 2,000만 평방피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재 UAE에는 100개 이상의 쇼핑센터가 운영 중이며 ‘두바이
몰’(2008년 말 완공 예정)과 같은 대형 매장이 추가 설립될 예정
이다. 2008년 4월 현재 UAE 쇼핑센터 내 소매 점포수도 3,700
개에서 5,000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소매시장은 두바이 쇼핑산업 호황을 중심으로 2010년까
지 5천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두바이
의 경우 쇼핑 페스티벌과 같은 소비 진작을 위한 이벤트 개최,
관광객 증가와 같은 호재 등으로 소매시장의 호황이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된다. 두바이 관광청에 따르면 2007년 1~9월간 두바
이를 방문한 관광객수는 두바이 인구의 5배에 가까운 510만 명
으로 집계되었는데, 업계는 이와 같은 관광객 증가가 소매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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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항공

UAE 유입 관광객 증가는 UAE 국적 항공사의 매출 규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85년 두바이 수장 Sheikh
Mohammed는 자본금 천만 달러 및 두 대의 항공기로 Emirates
항공사를 설립하여 1988년 이후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현
재 Emirates 항공사는 100여 대의 항공기가 세계 80여 개 지역으
로 출항하고 있는데 2007~08 회계연도(당해연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 기준)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2.1% 증가한
1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동 항공
사는 최근 고유가와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20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Emirates 항공사의 모기업인 Emirates Group
은 자사의 여행사업 부문인 Dnata를 통하여 2007~08 회계연도
에 8,3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였다. Emirates Group은 2008
년 3월 31일 기준 145개국 출신 35,280여 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총 매출액은 두바이 GDP의 1/4 수준인 128억 달러
로서 UAE 고용시장 및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Emirates 항공사의 자회사인 여행사 Arabian Adventures와
Emirates Holidays의 경우 2006～07년간 전년동기대비 8% 증가
한 39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아부다비 지역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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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ihad 항공사는 2007년 총 승객수가 460만 명으로서 전년 대비
67% 대폭 증가하였는바, 2008년에는 30% 증가한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샤르자 지역 기반
항공사인 Air Arabia의 경우 2007년 기준 승객수가 전년대비
53% 증가한 270만 명, 순이익은 1억 24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두바이의 경우 두바이 관광청을 통하여 Dubai Cruise
Terminal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 터미널은 세계 최초로 ISO 9002
인증을 획득한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자 세계 유일의 정부관광기
관 운영, 선박여행 시설이다.

바. 대중교통

UAE은 대중교통 수단이 미흡한 편으로 특히 외국인 출장자
및 관광객들의 이동수단은 보통 택시 또는 렌트카 등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두바이는 대중교통 이용비율
을 현재의 7% 수준에서 2020년까지 30%로 끌어올리기 위해 도
로정체 완화, 대체 대중교통수단 다양화 등의 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버스, 경전철, 도로확장 등 대중교통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다.
2007년 기준 두바이 내 운행 중인 버스는 약 500여 대 정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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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구입한 1천여 대의 버스가 2008년까지 현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제1회 중아지역 회의기간 중
인 2007년 11월 25일 두바이 도로교통국은 1,616대의 버스 신규
구입계획을 발표하였는데 2009년까지 총 100개 노선에 2,500대
의 버스 운행이 가능할 것이며 2020년까지 3,500대의 버스가 운
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두바이 시내 총 917개 버스
정거장에 대해 에어컨 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며 대중교통수단의
효율화를 위해 버스 출발 및 도착시간 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
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두바이 크릭 강변의 대중 교통수단이자 전통적인 수상
버스인 아브라(Abra)라는 중소형 목선이 관광목적으로도 이용되
고 있는데, 최근 에어컨 및 노약자 좌석 등을 갖춘 고급 수상버
스가 운행되는 등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아부다비도 관광객 및 인구 증가로 지난 5년간 차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Corniche 및 Hamadan, Khalifa, Al Salam, Falah,
Hazza로와 같은 시내 주요 도로망 재정비, Sadiyat, Hodairiyat,
Mishairib, Lulu 등의 도서지역, Bani Yas, Shahama, Al Wathba 등
의 위성도시를 아우르는 도로망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바,
교통개발 20개년 계획을 통해 도로 및 교량을 재정비하고 있다.
특히 Saadiyat 섬과 아부다비를 잇는 교량 프로젝트는 1억 9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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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투입, 2010년 완공 예정인데 이는 UAE 최대 사회기반시
설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표 Ⅳ-11 분야별 개발 투자규모

구 분

투자 규모

버스

22억 AED

경전철

242억 AED

도로

440억 AED

수상 교통

18억 AED

자료: RTA; Gulf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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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도기업의 사업 현황

가. Tatweer

UAE 관광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두바이랜드 프로젝트, 바와디
프로젝트와 같은 두바이 주요 관광개발 프로젝트는 Tatweer사
산하의 자회사인 두바이랜드, 바와디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Tatweer사는 두바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두바이 홀딩사의 자
회사로 두바이랜드와 바와디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즉,
UAE 특히 두바이의 관광산업 선도기업은 유한책임회사(LLC)와
같은 민간기업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두바이 정부가 전체적인
계획안과 마스터 플랜을 구축, 실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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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UAE 두바이 주요 관광 개발기업 구조

자료: 두바이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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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관광객 1,500만 명 유치목표 달성을 위하여 설립된
두바이랜드사의 경우에도 현 두바이 수장인 Sheikh Muhammad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두바이 정부가 관광산업 전반을 이끌지만 민간기업의 틀을 통
해 개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구조는 정책반영의 일관성, 프
로젝트 수행의 추진력, 업무의 유연성 및 참신성이라는 다양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두바이랜드와 바와디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단순히 한 가지주
제를 가지고 계획된 개발사업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문화, 관
그림 Ⅳ-9 두바이랜드 개발 예상 모형도

자료: 두바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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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레저, 휴양, 스포츠, 오락, 공연 등이 어우러지는 One Post
Multi Function 개념의 프로젝트이다. 이로써 인근 지역 내에서
향유할 수 없는 다채로운 관광 상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동 개발사업 완료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광객 유인정책이
성공할 경우 UAE는 중아 지역 내 최대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
으로 전망된다.

나. Emirates Group

두바이 정부 소유의 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사가 소유
하고 있는 Emirates Group은 두바이 관광산업의 핵심 요소인 항
공, 관광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Emirates Group의 자회사는
Emirates 항공, Emirates Flight Catering 등 항공 관련사는 물론
1959년 설립된 여행 및 관광 에이전트인 Dnata가 있다. Emirates
항공의 경우 자체적으로 Arabian Adventures라는 두바이 최대 규
모의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Emirates Group은 관광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측면 모두를 선도하는 두바이 최대 기업
이다. 최근 두바이 관광객 수 증가, UAE 관광인프라 구축 및
Emirates 항공사의 취항 노선 확대 전략은 Emirates Group 계열
사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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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Emirates Group 주요 계열사

자료: 각 사별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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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투자 동향 및 성공 사례

가. 외국인투자 동향

UAE 경제부 2005~06 FDI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UAE 전
체 FDI 규모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686억 AED(약 187억 달러)
였다. 이중 관광업에 해당하는 호텔/외식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금액은 약 2,40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 금액의 0.13%에 불
과한 미미 수준이다. 그러나 전년대비 65%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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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2006년 UAE의 분야별 FDI 비중

<2006년 UAE의 분야별 FDI 비중>
기타
2.24%

농수산임업
0.19%

광업
2.79%

금융/보험
34.36%

제조업
10.06%

수전력
2.25%
교통/통신
5.04%

건설업
28.97%
호텔/외식업
0.13%

도소매업
13.97%

자료: UAE 경제부 FDI 2005～06 보고서

한편, 두바이 통계청의 2007년 외국인직접투자 보고서에 따르
면 2006년 두바이의 호텔 및 요식업종에 대한 FDI가 전년에 비
해 10배가량 증가한 1,100만 달러 가량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뿐
만 아니라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 및 MICE 산업 발달에 따른 호
텔 및 서비스 아파트 건설 확대, 유입인구 증가로 주거공간 건
설 확충, 도시 팽창에 따라 도소매 부문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
으며 외투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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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2005~06년 두바이의 업종별 FDI 유치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업 종

2005년

2006년

증가율

농 업

4.44

3.61

-20

광 업

305.00

361.67

18.6

제조업

204.72

294.72

43.9

수전력

10.83

12.78

19.9

건설업

3,677.50

4,070.00

10.7

도소매업

2,205.28

2,415.56

9.5

0.83

10.56

1,054.7

167.50

236.39

41.0

3,591.94

4,173.61

16.2

기 타

230.56

216.67

-6.1

총 계

10,398.61

11,795.56

13.4

호텔 및 요식업
교통 및 통신
금융 및 보험업

자료: 두바이 통계청

나. 투자 성공 사례

최근 UAE에는 외국계 5성급 호텔뿐만 아니라 Easy Hotel,
Four Points와 같은 3～4성급 호텔 진출도 활성화되고 있다. UAE
는 두바이의 호텔업을 중심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
는데, 기 진출 호텔인 Sheraton, Starwood나 Marriott의 경우에도
두바이를 중심으로 호텔 및 호텔식 서비스 아파트 증설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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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일본계 호텔인 JAL도 두바이 중심지인 Sheikh
Zayed Road에 호텔을 건설 중이다. 또한 Giorgio Armani S.P.A사
는 현재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 시공 중인 부르즈 두바이 내에
호텔을 운영할 예정이며, 현지 부동산 개발회사인 Emaar와 함께
전세계 각지에 약 10개의 호텔 및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팜 주메이라와 같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의 경
우 최고급을 표방한 세계 유수 호텔업계의 투자 진출이 지속되
고 있다. 쿠웨이트 투자회사이며 The Palm Jumeirah 개발사업의
최대 투자자인 IFA Hotels & Resorts는 객실 400실 규모의 The
Fairmont Palm Hotel & Resort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그림 Ⅳ-12 UAE 두바이 인공섬 개발 조망도

자료: Nak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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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The Trump Organization, Kerzner International과 같은
세계적 부동산 개발 및 고급 리조트/호텔 개발 전문 회사들이
Palm 시리즈로 유명한 Nakheel사와 협업하여 두바이 관광 휴양
시설을 개발할 예정으로 UAE 관광 인프라 부문 투자의 대표적
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 Kerzner International
Kerzner International사는 바하마에 Atlantice, Paradice Island 리
조트 호텔(3,700개의 객실 보유)을 운영하는 세계적인 호텔, 리
조트 회사이다. 동사는 현재 두바이 마리나 지역에서 One &
Only Royal Mirage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팜 아일랜드 개발사인
나킬사와 합작으로 팜 주메이라 인공섬내 Atlantice 호텔(객실규
모 1,539실, 2008년 9월 24일 개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팜 주메
이라내 Atlantice 호텔 개발을 위하여 총 15억 달러의 자금이 투
자되었으며 향후 동일한 브랜드로 호텔 1~2개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동 사는 Atlantice 호텔 자체만으로 투숙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Destination Hotel 개념을 표방하고 있는데, 현재 UAE 내 호텔의
양대 산맥인 두바이의 부르즈 알아랍과 아부다비의 에미레이츠
팔레스 호텔에 이어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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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의 기본적인 호텔 투자전략은 고급 휴양지 개발을 통한
타 호텔과의 차별화 및 휴양 호텔로서의 포지셔닝이다. UAE의
호텔산업은 5성급의 경우 비즈니스 호텔과 휴양 호텔로 양분화
되어 있는데, 동 사의 전략은 리조트 형식의 휴양 호텔에 집중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장일인 2008년 9월 24일부터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50%
할인가격(Single Room 기준 $250 선)을 선보이는 Atlantice 호텔
은 특별한 홍보 및 광고 없이도 사전 예약이 완료될 정도로 인

그림 Ⅳ-13 Palm Jumeirah 내 주요 호텔 위치

자료: Nak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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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좋다. 업계에서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Palm Jumeirah
의 최상단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이미지, 그리고 호텔 자체만으
로 승부하려는 Destination Hotel 컨셉트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
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 The Trump Organization
The Trump Organization은 1980년 미국의 부동사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설립한 회사로 두바이 인공섬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
는 Al Nakheel사와 중동지역의 부동산 시장개발을 위한 합작계
약(exclusive joint venture)을 체결한 바 있다. 참고로 이 계약은
중동 지역 내 19개국, 17개 주요 브랜드에 적용되며 동사의 투
자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UAE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Palm Jumeirah 내 완공될 예정인 Trump 호텔의 경우
현재 협력사인 Nakheel사 및 자체 웹사이트를 통하여 고품격 도
회적 호텔 이미지 구축 전략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Trump
라는 호텔 브랜드 네이밍만으로도 고객 유인이 가능하도록 파워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 동사는 기 진출한 세계적인 호텔 체인
점과의 차별화를 통해 업계의 판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
며 Atlantice 호텔과 함께 Palm Jumeirah 내 고급 호텔의 계보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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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4 Palm Jumeirah 내 Trump Dubai 위치

자료: Trump Du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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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망 및 평가

가. 전망

2015 두바이 경제개발계획(Dubai Strategic Plan 2015)에서 향
후 경제성장 동력산업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문은 서비스부문 특
히 관광산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다. 2000~05년
간 두바이의 평균GDP성장률은 13%를 기록했으며 특히 2005~06
기간 중 1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두바이 경제
개발청(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은 관광휴양산업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부문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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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는 탈석유화 및 수입다변화를 통해 비석유부문이 주도
하는 경제성장 정책을 표방함에 따라 무역, 건설, 운송, 제조업
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나 투자는 관광, 레저, 휴양 부문에 집중
될 것으로 전망된다. Qatar National Hotels(QNH)사는 대중동지
역 순수 목적의 관광객 수가 향후 10년간 100% 이상 증가할 것
으로 보고 있다.
UAE는 두바이를 중심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소프트웨
어 측면에서도 중장기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바이는 1996년 이후 매년 쇼핑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외부 관
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수도가 위치한 아부다비도 최근 대규모 문화관광 프로젝트
를 발표하면서 두바이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어 UAE 관광산업은
전방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각종 관광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내외장재, 건설장비와 같은 건설 기자재 관련산업이 발전
함은 물론 MICE 등 유관 산업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GCC 회원국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인구의 절대
다수가 외국인이며 UAE 또한 전체 인구의 80%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UAE 자국민이 주로 공공부문, 금융권 등에 종사
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은 주로 서비스, 제조, 건축 등 민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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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IV-3 UAE 관광업 SWOT 분석

Strengths
ㆍ MICE 산업인프라 구축 상황 양호
ㆍ 숙박시설 수요 증가에 따라 호텔 신축 활발하게 진행
ㆍ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개발계획이 진행 중으로 해외 관광객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Weaknesses
ㆍ UAE 관광산업은 두바이 및 아부다비 중심이어서 여타 토후국은 관광산업 발
달로 인한 수혜가 미미
ㆍ 중동 특성상 지역적인 불안요소 내포

Opportunities
ㆍ 두바이를 중심으로 성숙되고 있는 관광산업이 아부다비, 샤쟈 등 인근지역에
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다양성에 기초한 관광산업 발달 예상
ㆍ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관광이 활성화되었으며 주변 아
랍 및 유럽 관광객의 접근성이 높음

Threats
ㆍ 증가하는 관광객 수에 비해 인프라 부족이 예상되므로 공항 확장, 숙박시설
확충, 볼거리 제공 등 지속적인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
ㆍ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관광수요 감소
ㆍ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관광지로서의 매력 감소
자료: BMI; 두바이 무역관 자체 분석

문에 종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광 전
문인력을 배출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UAE는 건설 및 제
조 현장 인력이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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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며, 대고객 접점업무 위주의 서비스 부문도 대부분 인
근 중동 국가, 필리핀, 중국, 동유럽 등 외국인 인력에 의하여 충
당되고 있다. 이에 UAE 관광산업은 관광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
문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표 Ⅳ-13 GCC 회원국의 인구 및 외국인 노동인력 구성비율

국가
전체
인구

UAE

바레인

사우디
아라비아

오 만

카타르

쿠웨이트

총 계

4,104,695 689,418 22,018,739 2,340,815 724,334 2,484,334 32,362,335

외국인
3,279,774 261,463
인구

5,966,794

559,257

524,147 1,525,834 12,117,269

2,731,000 339,900

6,241,600

638,190

87,400

1,634,200 11,672,290

외국인
노동 2,321,350 199,100
인구

3,092,900

447,270

49,500

1,338,000

전체
노동
인구

자료: UAE 경제부; Gulf News; GCC; CI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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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업 개황 및 특징

U

AE 금융업은 고유가시기가 본격화된 2004년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UAE 은행의 총 자산규모는

2008년 6월 현재 3,89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
이후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UAE 은행들의 여신
은 건설ㆍ플랜트 및 교역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대출에 집중되
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간 경쟁심
화로 수익폭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UAE 은행들은 현지 소
매유통업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대한 비중을 확
대함으로써 여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자 하고 있다.
UAE의 은행업은 시장포화 상태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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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약 500만 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3월 말 현
재 UAE 내에서는 총 51개의 은행이 61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중 상위 5개 은행이 약 50%의 시장점유율을 보
유하고 있다.
2008년 3월 말 현재, UAE 내에서는 총 51개 은행의 616개 지
점이 운영 중인데, 23개의 현지 은행이 535개의 지점을 운영 중
이며 28개의 외국계 은행이 81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다. 1984년
이후부터 UAE 중앙은행은 외국은행에 대한 신규사업권 발행을
중단함으로써 외국은행의 신규진입을 사실상 제한해 왔다. 다만
UAE 중앙은행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상대국이 UAE 은행의
진출을 허용하는 경우 상대국 은행의 UAE 내 진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UAE에 진출한 외국은행은 자국은행과 비교
할 때 상당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UAE 자
국은행은 과세가 면제되는 반면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20%의 법
인세가 부과되며 외국인의 소유권은 49%로 제한된다. 그러나
중동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하여 조성한 금융자유구역인 두바
이국제금융센터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파격적
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두바이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한 금
융기관은 외국인소유권이 100%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과
실송금의 허용과 함께 소득세 및 법인세 면세혜택을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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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의 경우 전체 노동력의 약 90%가 외국인으로 구성될 만
큼 외국인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은행업 역시 예외가 아
닌데 UAE 대형은행의 간부나 관리직의 대부분은 선진국 출신의
외국 전문인력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UAE 자국
민 중 청년층의 약 60%가량이 실업상태인 관계로 정부는 자국
민 고용확대(emiritisation) 정책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UAE 은
행들에게 관리직인력 가운데 자국민 고용비중을 매년 4%씩 늘
릴 것을 강제해 오고 있다. 이에 UAE 국민의 은행업 취업이 증
가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2006년까지도 은행업 관리직 내 UAE
자국민의 비중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UAE의 금융산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외국인노동자 유입
등에 따른 인구 증가, 소비자의 높은 구매력 향상 등에 따른 금
융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
후 심화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는 UAE의 금융시장
에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가 가시화되고 국제유가가 급락함에 따라
과열양상을 보이던 UAE 부동산시장에 대한 침체 내지 버블붕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차입을 통해 대규모 프로
젝트 파이낸싱과 부동산담보대출을 시행중인 금융기관들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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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금 이탈 및 자금조달시장 신용경색이 심화될 경우 만기불일
치(mismatch)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더욱이
UAE 은행의 예대율(loan-deposit ratio)이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
하여 2007년부터 100%를 초과하고 있어 오버론(over loan)이 우
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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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중앙은행

UAE 중앙은행(UAE Central Bank)은 연방법 No. 10 of 1980을
근거로 1970년대 설립된 연방통화위원회(Federal Currency Board)
의 확대ㆍ개편을 통해 설립되었다. UAE 중앙은행은 총재를 비
롯한 총 7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최고의결기구 역할
을 하고 있다. 중앙은행 위원회의 이사진은 국무회의의 승인을
거쳐 연방령(union decree)에 따라 임명되며, 4년 임기로 연임가
능하다. 중앙은행의 이사는 시중은행 직책 보유뿐만 아니라 연
방위원회(Federal National Council) 및 행정부 국무위원으로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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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V-1 UAE의 금융업 관련 법령

1. Federal Law No. 10 of 1980 concerning the Central Bank, The
Monetary System and Organization of Banking.
2. Federal Law No. 8 of 1984 concerning Commercial Companies.
3. Federal Law No. 6 of 1985 concerning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4. Federal Law No. 5 of 1985 concerning Civil Transactions.
5. Federal Law No. 18 of 1993 concerning Commercial Transactions.
6. Central Bank Resolution No.123/7/92 regarding Regulation of Money
Changing Business in the U.A.E.
7. Central Bank Resolution No.164/8/94 regarding Regul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and Banks, Financial and Investment
Consultancy Institutions and Companies.
8. Central Bank Resolution No.126/5/95 regarding Financial and
Monetary Brokers.
9. Central Bank Resolution No.57/3/96 regarding Representative Offices.
10. Central Bank Resolution No.58/3/96 regarding Finance Companies.
11. Central Bank Regulation No. 24 for the Year 2000 concerning
Procedures for Anti-money Laundering.

임이 금지된다.
UAE 중앙은행은 통화안정 및 외환관리를 위한 권한 외에도
UAE 은행업 및 여타 금융업의 발전과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
을 담보하기 위한 감독 및 규제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
앙은행은 시중은행에 대한 신규사업 승인권 및 감독권과 함께
은행업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권을 보유하고 있다. UAE
중앙은행 및 금융산업에 대한 UAE의 관련법은 [글상자 V-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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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나. 은행업

UAE의 은행은 No. 10 of 1980(중앙은행 및 은행법)의 규제대
상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시중은행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면, 시
중은행의 최소 요구 자본은 4,000만 AED(약 1,100만 달러)이며
매년 순이익의 10%씩을 법정유보금으로 적립하여 총 적립금액
을 요구자본의 50%수준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시중은행의 최소
자기자본비율(CAR: capital adequacy ratio)은 가중위험자산의 10%
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바젤협약의 권장비율인 8%보다도 높
은 수준이다. 현재 UAE의 모든 은행들은 중앙은행에서 정한 최
소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고 있으며, 2007년 상반기 기준 전체
은행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15.2%에 달한다. 그리고 요구불ㆍ
수시입출식예금에 대한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4%이며, 정
기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은 1%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유동성 비율이 100% 이상이 되도록 제한된다.
한편 시중은행은 부동산대출 한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데, 상업용 혹은 거주용 건물에 대한 대출이 은행이 보유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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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예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대출 상한을 정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부동산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및 관리를 목적으로 부
동산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며, 또한 지분의 40%를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건설사와의 합작법인 설립도 가능하다. 그리고
정부당국은 자국민의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시중은행이 전체 고
용인력 내에서 자국민의 비중을 매년 4%씩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UAE 시중은행의 재무제표는 국제회계보고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e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작성되며, 이를 UAE 중앙은행에
제출하도록 요구된다. UAE 중앙은행은 1999년부터 국제회계기준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을 채택하였으며, 2005년 1월
부터 개정 국제회계기준인 IAS 32와 IAS 39를 준용하고 있다.
UAE 중앙은행은 자국 내 모든 은행들로 하여금 2007년 12월 31
일부터 은행건전성 기준인 자기자본비율(BIS)을 보다 강화한
BASEL II 협약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본 협약의 이행으로
신용등급에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겠지만 은행부문의 위험관리
시스템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2011년 1월 1일까지 UAE 내 은행들은 신용리스크의 평가에 있
어 내부등급(IRB: Internal Rating-Based Approach) 방식을 도입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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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슬람 금융

1) 이슬람 은행 관련 법령
UAE의 이슬람 은행, 금융기관 및 투자회사를 규율하는 법률
은 ‘Federal Law No. 6 of 1985 concerning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이다. 연방법 No.6(1985) 제1조에서는 이슬
람 은행, 금융기관 및 투자회사를 “정관 및 규약에 이슬람율법
(Sharia)에 따른 의무를 포함하고 이슬람율법에 따라 운영이 이루
어지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동 법 제2조에서는 이슬람 금융
기관이 No. 10 of 1980(중앙은행 및 은행법)과 Federal Law No. 8
of 1984(상업회사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슬람 은행 및 금융기관들은 합자회사의 형태를 채택하고 영업개
시 이전에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슬람 은행은 No. 10 of 1980(중앙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일
반 상업은행의 기능 외에도 이슬람율법에 근거한 회사설립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슬람 금융기관은 일반
금융서비스 제공과 함께 이슬람율법에 근거한 동산(movable
property) 투자가 가능하다. 연방법 No. 6 of 1985의 제4조에 근
거하여 이슬람 은행 및 금융기관(외국 이슬람 은행 및 금융기관,
투자회사의 인가받은 지사 및 사무소를 포함)은 일반 상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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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금지되는 상업 및 산업활동, 재화의 인수ㆍ소유ㆍ거래,
부동산 인수 등이 허용된다.
이슬람 은행 및 금융기관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이슬람율법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슬람율법에 따라 정관 및 규약을 작성하여
야 한다. 그리고 이슬람율법위원회의 위원 임명은 UAE 이슬람
부(Ministry of Islam Affair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슬람 은행의 금융서비스 및 관련 법령
이슬람 은행 역시 일반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나 이슬람율법을 준수하는 관계로 운영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슬람 은행의 금융서비스와 해당 금융서비스
에 대한 UAE의 관련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가) 당좌예금(current account)
이슬람 은행은 자금의 안전한 보관과 이용상의 편리를 추구하
는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탁하여 당좌계좌에 예치하는 보통예
금이다. 요구불예금으로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 당좌예금에
대하여 이자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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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축예금(savings account)
저축예금은 당좌예금과 유사하지만 고객들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거나 인출 전에 은행에 고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부과된다. 대신 은행은 회계연말에 예금에서 발생한 수
익을 고객에게 배분한다.

다) 투자예금(investment accounts)
이슬람 은행은 투자기회를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수탁한다. 이슬람 은행은 투자계좌에 조성된
자금을 활용해 이슬람 금융기법의 일종인 Mudaraba나 Musharaka
계약을 수행하게 된다.
신탁금융 방식에 해당하는 Mudaraba는 이슬람 은행이 자본금
을 투자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경영자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
익을 추구하는 금융형태이다.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사전
에 합의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만약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자가 사전합의 조건을 어겼거나 과실을 범하지 않
은 이상 자금을 제공한 은행이 손실을 감수하게 된다. Mudaraba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이슬람 은행은 예탁된 자금을 활용해 직
접 자금제공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는 자사의 예금자들과 사업
수행자들을 연결해주는 중개인이 될 수도 있다. 이슬람 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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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역할을 맡는 경우 이슬람 은행은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하게
된다.
합자금융 방식인 Musharaka는 소규모 투자에 주로 이용되는
이슬람 금융기법이다. Musharaka는 모든 조합원이 사업이행을
위한 자금조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Mudaraba 계약과 차이가
있다. 사업의 결과에 따른 수익은 사전에 합의된 비율로 조합원
간에 분배되지만, 손실의 경우 각 조합원이 투자한 자본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Musharaka 계약에 있어서 모든 조합원은 사업운
영에 참가할 권한을 가지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수익을 조합원
의 투자자본 비율이 아닌 사전에 협의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고객이 이슬람 은행에 예치한 투자금은 일정기간동안 예
치되며, 자금투자를 통해 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은 은행과 고객
간에 사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이 특별한 과실을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객이 모든
손실을 감수하게 된다.
UAE의 경우 Federal Law No. 5 of 1985(Civil Transactions)의 제
693조에서 Muradaba 계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
654조에서 Mosharaka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210｜UAE의 주요 산업

라) 매매금융(trade finance)
매매금융은 주택, 자동차 등 실물자산 구입자금이 필요한 고
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이다. 매매금융을 수행하기 위하
여 이슬람 은행은 신용장개설 또는 Murabaha 계약을 사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예금잔고가 충분한 고객에 대해서는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해 매매금융을 제공하게 되지만, 예금잔고가 부족
한 고객의 경우 Murabaha 계약을 통해 매매금융서비스를 제공
한다.
Murabaha(Cost plus financing)는 주택, 자동차 등 실물자산 구
입자금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슬람 금융기법으로 이슬
람 은행에서 전체 금융자산의 80∼90%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적
으로 통용되는 금융방식이다. 은행은 차입자와 사전에 적정 마
진폭 및 대금 지급조건을 명확히 합의하고 차입자가 구입코자
하는 자산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매입한 후 이의 소유권을 다시
차입자에게 이전하고 상호 합의된 상환계획에 따라 ‘매입비용에
적정이윤을 추가하여’ 상환 받는 구조이다.
Murabaha 계약에 따른 상품구매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슬람 은행은 자기자본이나 고객의 예금을 이용
하게 된다. 만약 고객의 예치금을 이용하는 경우 상품구매 서비
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고객이 가지게 되며, 은행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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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에 대한 성과보수로서 일정 수수료를 취득하게 된다. 이때
예금주는 구매상품의 소유권이 차입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재
판매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상품을 소유하여야 하는 위험을
안게 된다.
UAE의 경우 Federal Law No. 5 of 1985(Civil Transactions)의 제
506조에서 Morabaha 계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e)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규모 자금이 투입
되는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
하는 금융기법이다. 이슬람 은행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개 Mudaraba 계약을 통해 제공된다.
신탁금융 방식에 해당하는 Mudaraba는 이슬람 은행이 자본금
을 투자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사업자가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
써 수익을 추구하는 기법이다.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사전
에 합의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만약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자가 사전합의 조건을 어겼거나 과실을 범하지 않
은 이상 자금을 제공한 은행이 손실을 감수하게 된다. Mudaraba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이슬람 은행은 예탁된 자금을 활용해 직
접 자금제공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는 자사의 예금자들과 사업

212｜UAE의 주요 산업

수행자들을 연결해주는 중개인이 될 수도 있다. 이슬람 은행이
예탁자금을 활용해 직접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는 경우 예
금자들이 투자대상 분야를 결정할 수도 있고, 은행에 일임할 수
도 있다. 한편 이슬람 은행이 프로젝트 사업자와 예금자를 연결
해주는 중개역할을 맡는 경우 이슬람 은행은 중개수수료만을 취
득하게 된다.
UAE의 경우 Federal Law No. 5 of 1985(Civil Transactions)의 제
693조에서 Muradaba 계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바) 자산금융(assets finance)
이슬람 은행은 기계류, 설비, 사업장 등 비교적 자금 규모가
큰 장기자산에 대한 조달을 위하여 Ijara 계약을 통해 자산취득
자금을 조달한다. Ijara는 일반은행이 수행하는 임대(Leasing) 금
융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이다. Ijara는 Manfa'a(특정 기간 동안 상
품 사용권 판매)로 규정되는데, 은행은 임차인과 리스기간 및 리
스료에 대해 합의한 후 해당 리스자산을 구입하여 이에 대한 사
용권을 임차인에게 이전한다. 자산의 소유권은 리스기간 내내
은행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Murabaha와 구별된다. 리스기간
동안 차입자는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은행에 지불하며, Ijara 계약
에 따라 합의된 기간마다 임대지급금액이 협상된다. 이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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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잔존가치와 적정 시장가격에 따라 임대료를 결정하기 위
함이다. 리스기간 종료시 약정에 따라 리스대상 자산에 대해 소
유권을 임차인에게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약정이 없는 경우
에는 임차인이 임차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갖지 못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UAE의 경우 Federal Law No. 5 of 1985(Civil Transactions)의 제
693조에서 Muradaba 계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 당좌차월(overdraft)
이슬람 은행은 고객들에게 당좌차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자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은행은 대금결재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고객을 대상으로
Qard-Hasan(무이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Quard-Hasan 서비스는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
을 제공하는 것으로, 은행은 대출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거나 수
수료를 부과한다. 이때 수수료가 은행의 수익(이자)이 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 수수료가 대출금액에 비례하거나 대
출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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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V-2 이슬람 금융의 개념 및 주요 원리

이슬람의 종교법인 샤리아(Sharia)에서는 상거래를 행함에 있어 부정한 수단
을 통한 부의 형성과 과도한 위험이나 투기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오
늘날의 이슬람 금융은 이러한 이슬람율법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이다. 다른 일
반금융과 구분되는 이슬람 금융의 주요 원리는 ‘이자 금지’와 ‘수익ㆍ손실 분
배’, ‘투기 금지’이다. 이슬람 금융 기법들의 경우 이 세 가지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된 것들이다.
고리대금 또는 이자(Riba)의 금지는 이슬람 금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다. 이슬람율법에서는 교환 수단내지 부의 축적수단으로서의 화폐(돈)의 기능
은 인정되지만 거래상품으로서 화폐의 기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소
득은 부정한 수입원으로 간주되어 금지된다. UAE 역시 연방법 No. 5 of
1985(민법) 제714조에서 이자금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의 또 다른 주요 원리는 수익 및 손실의 공유(PLS: profit and
loss sharing)이다. 이러한 자금조달방식은 파트너십에 근거한 자본비율에 따
른 수익과 손실의 분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금제공자는 채권자가 아닌 투자
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즉, 자금제공에 대한 확정이자는 지급받
을 수 없으며, 투자 결과에 따른 수익 내지 손실을 배분받게 되는 것이다.
이슬람 금융의 세 번째 원리로 불확실성 내지 투기(Gharrar)와 관련된 어떠
한 거래도 금지된다. 이슬람율법에서는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고객에게 손실을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
은 계약의 ‘대상’과 ‘의미’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이슬람율법은 종교적 가치와 배치되는 도박, 포르노, 술, 돼지고기
유통 등과 관련된 업종에 대한 금융거래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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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국인투자 규제 및 촉진 제도

1) 외국금융기관 규제
UAE는 WTO 회원국으로서 서비스분야의 대외개방에 있어
GATS 협약을 준용하고 있다. GATS 협약에 따른 UAE의 금융서
비스 양허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접근의 경우 국경간 공급이나
해외소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상업적

표 Ⅴ-1 UAE의 금융서비스 분야 GATS 양허 내용

시장접근
(MA: Market Access)

내국인대우
(NT: National Treatment)

Mode 1
(국경간 공급)

제한 없음(None)

제한 없음(None)

Mode 2
(해외 소비)

제한 없음(None)

제한 없음(None)

Mode 3
(상업적 주재)

i) 대표사무소 개설은 제한 없음.
ii) 영업 중인 은행의 신규지점 개설 미
양허

제한 없음(None)

iii) 기존 금융기관의 영업확장 미양허
Mode 4
수평적양허안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양허불가(Unbound)
(자연인의 주재)
Additional
Commitments
(추가 양허)
자료: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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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항 없음

주재와 자연인의 주재에 대해서는 미양허 상태이다. 그리고 내
국민대우에 있어서는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나 자연인의 주재에 대해서는 미양허 상태
이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UAE의 시장개방 및 내국
민대우는 보다 제한적이며 차별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1960년대
초 유전탐사 및 개발로 인해 오일메이저들의 금융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은행의 UAE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UAE 정부는 한시적으로 외국은행의 신규진출을 금지하
는 조치를 취하였다가 1980년에 UAE 중앙은행의 설립을 통해
은행감독체계를 구축하면서 외국은행의 신규설립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국제유가 급락과 함께 부동산시장이 붕
괴되면서 부실채권이 급증함에 따라 UAE 금융시장은 혼란을 겪
게 된다. 그 결과 1984년 이후부터 UAE 중앙은행은 외국은행에
대한 신규사업권 발행을 중단함으로써 외국은행의 신규진입을
제한해 왔으며, 기존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지점 수를 8개로 제
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UAE 중앙은행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상대국이 UAE 은행의 진출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 은행의 UAE 진출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UAE에 진출한 외국은행은 자국은행과 비교할 때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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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UAE의 경우 외국은행
과 자국은행에 대한 과세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국은행은 과세가 면제되는 반면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20%의 소
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외국은행은 현지 에이전트와의 합작을
통해 합작법인을 설립해야만 하며 외국인의 소유권은 49%로 제
한된다. 또한 외국은행의 이사회 운영에 있어 의장을 포함한 이
사진의 과반 이상이 UAE 국민으로 구성되도록 규제되고 있다.
지난 2005년경 UAE 중앙은행은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외국은행에 대한 차별정책 폐지 및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를 밝
힌 바 있으나 현재 미국과의 FTA 협상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
다.

2) 국제금융센터 인센티브
UAE 정부가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제한하
고 차별적 내국민대우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금융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금융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독립사법
권을 인정하고 및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
를 취하고 있다. 먼저 UAE 정부는 헌법 제121조의 개정을 통해
‘금융자유구역의 설립 순서와 방법 및 그 범위는 연방법령의 적
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융자유구역 조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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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타적인 사법권을 인정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
에 따라 금융자유구역법(Law No. 8 of 2004)은 형법을 제외하고
연방법과 민법, 상법 등 대부분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
다. 그 결과 금융자유구역은 자체적인 법령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막강한 자치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2003년 7월에 UAE의 연방내
각은 UAE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독립권을 보장하는 DIFC의 설립
에 관한 Federal Decree No. 35 of 2004를 승인하였다. 그리고
2004년 9월에는 Law of Dubai International Center No. 9 of 2004
가 통과됨으로써 독립사법권을 보유한 금융자유구역을 공식 설
립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뉴욕과 런던,
홍콩에 이어 세계적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역외금융특구
로서 DIFC(Dubai International Finance Center)가 두바이에 조성되
었다.
UAE 연방정부는 헌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자유구역에 대한 독
립사법권을 인정하였으며, 그 결과 두바이국제금융센터는 자체
적인 사법권을 확보하고 다국적 금융기관의 유치를 위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DIFC에 대한 감독권은 중
앙은행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두바이금융감독청(DFSA: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이 보유하고 있다.
UAE 내에서 영업 중인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UAE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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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및 금융관련법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
외국인지분소유 및 지점개설 등에 제한이 따르며, 자국은행에는
부과되지 않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등 상당히 차별적 환경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두바이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한 금융
기관은 외국인소유권이 100%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과
실송금의 허용과 함께 소득세 및 법인세 면세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두바이국제금융센터 내 사업권을 획득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UAE 중앙은행의 자금세탁방지규정과 연방형법을 제
외하고는 UAE 연방법 및 금융관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두바
이국제금융센터는 자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국제적 기준
에 입각한 금융관련법과 선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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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동향

가. 은행업

UAE의 은행업은 시장포화 상태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구가 약 500만 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3월 말 현
재 UAE 내에서는 총 51개의 은행이 61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중 상위 5개 은행이 약 50%의 시장점유율을 보
유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포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UAE
은행업은 최근 오일붐에 힘입어 상당히 우수한 수익성을 기록하
고 있다. 다만 2006년의 경우 GCC 주식시장의 버블 붕괴로 주
가지수가 폭락하면서 UAE 은행업의 수익성이 다소 감소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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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2007년 들어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은행들의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 UAE 은행업의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
익률)는 2005년 22.5%에서 2006년 18.2%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2007년에 22.0%로 개선되었다. ROA(return on assets, 총자산순이
익률)의 경우 2005년 2.7%에서 2006년 2.2%, 2007년 2.03%로
하락하였으며, 2008년 6월 현재 2.23%를 기록하였다. UAE 은행
의 이같은 수익성는 한국의 은행뿐만 아니라 선진국 은행의 수
익성과 비교해도 크게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12)
지난 5년간 UAE 은행부문의 대출금액은 큰 폭의 증가세를 기
록하였다. 총 대출금액은 2003년 약 620억 달러에서 2007년까
지 1,968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8년 상반기
현재 UAE 은행의 총 대출금액은 2,4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UAE의 GDP의 110% 이상 상회하는 액수로
추정된다. UAE 은행의 대출 급증은 오일머니 유입에 따른 막대
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공공투자(인프라 및 산업설비) 및 민간
건설투자의 급증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05년

12)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 국내은행의 2008년 상반기 평균 ROA는 0.88%, ROE는
12.53%로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편 같은 기간 총 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상업은행의 평균 ROA는 0.66%, 영국 0.72%, 독일
0.32%, 프랑스 0.48%, 일본 0.58%를 기록하였다(연합인포맥스 경제,
20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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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UAE 은행부문 대차대조 및 영업실적 추이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
3월
6월

총 자산
(Total Bank Assets)

120.4

170.3

236.0

335.9

366.2

389.3

총 예금
(Total Deposits)

85.0

116.2

152.1

196.2

210.8

228.2

대출 및 지급보증
(Loans and
Advances)

72.1

103.3

140.4

196.8

216.0

243.6

개인가계대출
(personal consumer
loans)

6.6

7.6

8.5

11.8

13.2

14.7

개인사업대출
(personal commercial
loans)

9.7

18.8

24.0

30.1

-

-

총 사모펀드
(Capital + Reserves)

14.3

19.3

26.2

31.7

38.4

41.2

부실여신 충당금
(Provisions for NPLs)

8.2

8.6

9.1

5.7

-

6.0

총 투자
(Total Investment)

11.7

17.1

24.1

30.3

-

33.9

기말 영업이익
(Bank Profits)

2.5

5.1

5.4

6.7

2.0

4.4

자기자본비율
(Capital Adequacy
Ratio)

18.90%

17.00%

16.70%

14.43%

14.40%

13.30%

자기자본수익률
(Return on Equity)

19.90%

22.50%

18.20%

22.00%

21.16%

21.16%

총자산수익률
(Return On Assets)

2.10%

2.70%

2.20%

2.03%

2.22%

2.23%

주: 2008년 수치는 추정치임.
자료: Central Bank of UAE(www.centralbank.ae)

Ⅴ. 금융업｜223

그림 Ⅴ-1 UAE 은행의 대출금액 및 GDP대비 비중 추이

주: 2008년 수치는 추정치임.
자료: Central Bank of UAE; EIU

에는 UAE 기업들이 대거 주식시장 상장(IPO)을 이룬 것도 은행
대출이 급증한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UAE 은행의 주요 대출대상은 개인대출과 도소매, 건설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2007년 개인대출금액은 약 1,538억 AED(420억
달러)로 전체 은행대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인 24% 가량을 차
지하고 있다. 그리고 도소매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약 1,062억
AED(290억 달러)로 전체 대출금액의 16.4%를 차지한다. 건설경
기 활황에 따른 건설부문 대출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데, 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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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UAE 은행의 경제활동 분야별 대출구조
(단위: 십억 AED)

구분

2005년

농업

955

0.3%

1,403

0.3%

1,664

0.3%

광업

3,712

1.1%

5,810

1.2%

8,067

1.2%

제조업

17,813

5.0%

24,262

5.1%

34,041

5.3%

수전력

10,534

3.0%

11,091

2.3%

12,536

1.9%

건설

41,897

11.9%

54,344

11.5%

68,417

10.6%

도소매

85,093

24.1%

92,637

19.5%

106,191

16.4%

운송,저장

10,702

3.0%

19,416

4.1%

21,987

3.4%

금융(은행 제외)

7,475

2.1%

18,594

3.9%

36,941

5.7%

정부

39,306

11.1%

47,885

10.1%

58,402

9.0%

개인사업대출

70,458

20.0%

87,979

18.6%

110,343

17.0%

개인소비대출

27,256

7.7%

31,257

6.6%

43,457

6.7%

기타서비스 및
비영리대출

37,938

10.7%

79,483

16.8%

145,436

22.5%

Total

2006년

353,139 100.0%

2007년

474,161 100.0%

647,482 100.0%

주: 2007년 수치는 추정치임.
자료: Central Bank of UAE

문에 대한 대출금액은 약 684억 AED(187억 달러)로 10.6%를 차
지한다. 최근 UAE 은행의 대출구조에서 주목할 점은 서비스부
문에 대한 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서비스
등을 포함한 기타서비스업에 대한 UAE 은행의 2007년 대출금
액은 1,454억 AED(398억 달러)로 전체 대출의 22.5%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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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UAE 은행의 대출은 90%가량이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
고 있고, 대출 및 지급보증, 당좌차월이 전체 은행 대출의 80%
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모기지 대
출이 전체 은행 대출의 약 8%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모기지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그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
을 보인다.
UAE 은행의 예금을 구성하는 주요 자금원은 현지 민간기업과
개인, 정부이다. 2007년 기준, 현지 민간기업의 예금규모는 약
2,500억 AED(685억 달러)로 UAE 은행의 전체 예금액의 34.9%
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예금액이 약 2,028억
AED(555억 달러)로 전체 은행 예금의 28.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자금이 1,146억 AED(314억 달러)로 전체 은행 예금
의 1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UAE 은행들이 자금조달 구조의 불균형
으로 인해 장부상 불일치(mismatch)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UAE 은행들의 경우 자금조달은 단기차입 형
태로 이루어지는 반면, 대출의 상당부분은 장기대출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소매금융(모기지대출) 등을 대상으로 하
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단기차입금의 만기상환이 몰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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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이에 UAE 은행들은 자
금조달원의 다양화 및 장기자본차입의 확대를 위하여 자본시장
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표 Ⅴ-4 UAE 은행의 국적별⋅유형별 대출구조
(단위: 백만 AED)

2005년

2006년

2007년

거주자 대상 여신
합계

353,139

89.4% 474,161

88.2% 647,482

90.2%

대출, 지급보증,
당좌차월

327,026

82.8%

433,623

80.7%

575,311

80.1%

부동산
모기지대출

17,224

4.4%

31,016

5.8%

58,859

8.2%

상업어음할인

8,889

2.3%

9,522

1.8%

13,312

1.9%

비거주자 대상
여신 합계

41,754

10.6%

63,264

11.8%

70,598

9.8%

34,538

8.7%

54,188

10.1%

61,166

8.5%

294

0.1%

479

0.1%

946

0.1%

상업어음할인

6,922

1.8%

8,597

1.6%

8,486

1.2%

총 여신 합계

394,893

100% 718,080

100%

대출, 지급보증,
당좌차월
부동산
모기지대출

100% 537,425

주: UAE 은행의 해외지사 거래실적 제외
자료: Central Bank of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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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UAE 은행의 국적별⋅유형별 예금구조
(단위: 백만 AED)

2005년
거주자

2006년

2007년

384,275

93.8%

469,322

90.5%

651,338

91.0%

정부

79,179

19.3%

93,680

18.1%

114,579

16.0%

공공기관

27,882

6.8%

38,142

7.4%

36,196

5.1%

1,665

0.4%

3,051

0.6%

4,819

0.7%

26,217

6.4%

35,091

6.8%

31,377

4.4%

144,117

35.2%

176,046

33.9%

272,241

38.0%

8,541

2.1%

13,393

2.6%

22,101

3.1%

135,576

33.1%

162,653

31.4%

250,140

34.9%

개인

117,057

28.6%

142,321

27.4%

202,780

28.3%

기타

16,040

3.9%

19,133

3.7%

25,542

3.6%

비거주자

25,394

6.2%

49,484

9.5%

64,683

9.0%

정부 및 외교관

1,583

0.4%

3,311

0.6%

6,057

0.8%

금융기관

4,834

1.2%

8,630

1.7%

14,289

2.0%

기업

8,849

2.2%

15,720

3.0%

18,780

2.6%

10,128

2.5%

21,823

4.2%

25,557

3.6%

409,699

100%

518,806

100%

716,021

100%

공공금융기관
공기업
민간
민간금융기관
민간기업

개인 및 기타
총 예금

자료: Central Bank of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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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슬람 금융

이슬람 율법(Sharia)은 금융거래에 있어 이자의 지불을 금지하
고 있다. 이에 이슬람사 회의 여러 은행들이 이 율법을 준수하
기 위하여 이자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다양한 금융거래 기법들을
개발해 왔다. 현재 Ijarah와 Murabaha와 같은 이슬람 금융상품은
부동산 등 자산거래에서 보편화되고 있으며, 특히 이슬람채권
(Sukuks) 시장은 발행예정 금액을 초과할 정도로 투자자금이 몰
리는 등 유망 자금조달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8년 현재 UAE 내에는 Dubai Islamic Bank, Abu Dhabi Islamic
Bank, Sharjah Islamic Bank, Emirate Islamic Bank, Dubai Bank 등 8
개의 은행들이 이슬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슬람 금융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HSBC와 Citibank 같은
외국계 은행들도 이슬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
근 이슬람 금융시장의 급속한 성장함에 힘입어 UAE 내 이슬람
은행의 신규설립 및 일반 시중은행의 이슬람 금융 사업 전환이
활발하다. 2008년 상반기 현재 UAE에서 영업 중인 8개의 이슬
람 은행 가운데 6개의 이슬람 은행이 2002년 이후에 설립되었
다. 이 가운데 4개 이슬람 은행은 신규 설립되었으며, 2개 은행
은 기존 시중은행이 이슬람 은행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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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UAE 주요 이슬람 은행 현황(2008년 상반기 기준)

번호

이슬람 은행명

기업유형

‘07년
성장률

비 고

1

Abu Dhabi Islamic Bank

상장기업

35%

-

2

Dubai Islamic Bank

상장기업

60%

-

3

Sharjah Islamic Bank

상장기업

50%

National Bank of
Sharjah에서 전환
(2005년 2월)

4

Emirates Islamic Bank

상장기업

103%

Middle East Bank에서
전환(2004년 9월)

5

Dubai Bank

개인기업

101%

2002년 9월 설립

6

Al Hilal Bank

개인기업

-

2007년 설립

7

Ajman Bank

개인기업

-

2008년 설립

8

Noor Islamic Bank

개인기업

-

2006년 설립

주: 1) 2008
자료: Global Investment House(2008)

최근 이슬람 금융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이슬람 은행이
UAE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UAE 이슬람 은행의 총 자산은 약 1,400억 AED(약 380억 달러)
로, 이는 2003년과 비교할 때 4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그리고
UAE 전체 시중은행 자산에서 이슬람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8.8%에서 2008년 1분기까지 13.4%로 증가하였다.
이슬람 은행의 예금 역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230｜UAE의 주요 산업

그림 Ⅴ-2 UAE 이슬람 은행의 자산 추이 및 전체 시중은행 내 비중

자료: Global Investment House(2008)

이슬람 은행의 총 예금액은 약 1,100억 AED(약 3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0%가량 증가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6까지 연
평균 44%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슬람 금융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이슬람 은행의 영업이익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2007년 UAE 이슬람 은행의 영업이
익은 약 40억 AED(약 11억 달러)로 최근 4년간 연평균 6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UAE 전체 은행의 영업이익
가운데 이슬람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10%에서 2006
년에는 13%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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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UAE 이슬람 은행의 예금 추이 및 전체 시중은행 내 비중

자료: Global Investment House(2008)
그림 Ⅴ-4 UAE 이슬람 은행의 영업이익 추이 및 전체 시중은행 내 비중

자료: Global Investment House(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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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본시장
UAE에는 아부다비증권시장(ADSM: Abu Dhabi Securities Market)
과 두바이증권시장(DFM: Dubai Financial Market)이 있다. ADSM와
DFM은 증권거래법(1999년)의 시행 이후 주식시장의 관리, 감독
및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증권감독위원회(Emirates
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의 산하에 2000년에 설립되
었다. 아부다비의 ADSM은 2007년 말 현재 64개의 기업이 상장
되어 있는데 2 0 0 7 년에 4 개의 기업이 추가 상장되었으
며, 90여 개의 증권거래인(broker)이 등록되어 있다. ADSM의 총
거래액은 2007년 말 기준 474억 달러로 전년대비 100% 이상 증
가하였으며, 총 거래량은 520억 주로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하
였다. 2007년 ADSM의 주가지수는 연초대비 34% 상승한 4,552
포인트로 마감하였다.
두바이의 DFM은 2007년 말 현재 58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
는데 2007년 중에 11개의 기업이 신규로 상장되었으며, 90여개
의 증권거래인(broker)이 등록되어 있다. DFM의 총 거래액은
2007년 말 기준 1,024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10% 증가하였으며,
총 거래량은 1,053억 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시가
총액은 1,350억 달러로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하였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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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아부다비증권거래소(ADSM)의 업종별 거래 현황(2007년 말 기준)

상장업체 수
(개)

업 종

거래량
(백만 주)

2006년 2007년

거래대금
(백만 달러)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은행 및 금융

16

17

1,426

12,892

8,292

12,195

건설

8

10

911

11,529

1,255

7,004

호텔 식품

7

8

351

2,042

273

1,197

에너지

3

3

4,591

10,651

3,613

6,975

의료

2

2

32

54

24

31

제조

4

4

360

272

415

273

보험

13

13

191

176

237

189

부동산

3

3

3,157

13,892

3,315

17,262

통신

4

4

276

552

1,656

2,263

전체

59

64

11,296

52,061

19,081

47,389

자료: ADSM Annual Bulletin

DFM의 주가지수는 연초대비 44% 상승한 5,932포인트로 마감하
였다. 2007년 시가총액 기준으로 두바이 DFM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은행업이 전체의 3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
를 이어 건설ㆍ부동산이 27.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서
비스업이 19.0%, 운송이 6.8%, 통신 5.9% 등을 차지하고 있다.
아부다비 ADSM과 달리 두바이의 DFM에서는 6개의 채권이
거래되고 있다. DFM의 2007년 말 채권발행 규모는 약 21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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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이며 이중 이슬람채권규모가 약 12억 달러에 이른다. 이슬람
채권(Sukuk)은 이슬람율법인 샤리아의 교리에 따라 이자지급이
나 투기 등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 이슬람채권은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되며, 창출되는 수익은 배당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된다.
표 Ⅴ-8 두바이금융시장(DFM)의 업종별 거래 현황(2007년 말 기준)

업 종

상장업체 수
(개)

거래량
(백만 주)

거래대금
(백만 달러)

시가총액
(백만 달러)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은행업

10

11 11,957

식품

3

5

0.2

0.1

0.4

0.2

103

329

금융서비스

7

12

3,592

19,901

6,515

22,215

7,886

25,668

보험

11

11

3,280

3,719

4,179

3,841

3,256

3,084

제조(시멘트)

3

3

5

1

6

4

3,867

6,453

건설부동산

9

39,224 24,986

37,387

통신

1

1

2,338

1,888

3,999

2,987

7,070

8,011

운송

2

4

2,932

35,718

3,269

14,970

5,429

9,155

유틸리티

1

1

1,879

2,420

1,988

1,786

636

1,045

전체

47

10 13,664

11,824 25,524

29,785 48,451

17,403 30,908

43,927

58 39,648 105,257 93,932 102,430 84,141 135,059

자료: DFM Annual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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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두바이금융시장(DFM)의 업종별 비중(2007년 시가총액 기준)

자료: DFM Annual Bulletin

고유가가 본격화된 2004년 이후 UAE의 주식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2005년의 경우 경기활황과 막대한 유동성
유입으로 주식투자붐이 일면서 단 1년도 못미치는 기간 동안 주
가지수가 200~400%가량 폭등하게 된다. 아부다비 ADSM 주식
시장은 2005년 초까지 3,000대 초반이던 주가지수가 불과 4개월
만에 지수 6,000을 돌파하게 되고, 두바이 DFM 주식시장은
3,000에도 못 미치던 주가지수가 동년 11월경에 8,000을 돌파하
게 된다. 이러한 가파른 주가상승은 2006년도 주식시장 개장과
함께 급락세를 맞이하게 되는데, 주식시장의 버블이 붕괴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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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9 두바이금융시장(DFM) 채권발행 현황(2007년 말 기준)

거래대금
(천 달러)

시가총액
(백만 달러)

150

4,970

199

9.50

-

0

996

47.52

Dubai Bonds

1,600

9,989

389

18.57

Emirates Bond 2013

3,260

101,716

496

23.75

Shuaa Capital Bond

-

0

24

-

Real Estate Investment
Partnership BONDS

-

8

14

0.66

5,010

116,684

2,117

100.00

채권명
Amlak Sukuk 2010
DUBAI INTERNALTIONAL
SUKUK

합 계

거래량
(주)

비중
(%)

자료: DFM Annual Bulletin

시작하면서 주가지수가 2006년 말까지 고점대비 50%가량 폭락
한다. 이후 UAE 주식시장은 2007년 상반기까지 조정국면을 보
이다가 2007년 10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주식시장이
약 30%가량 상승한다. 그러나 UAE 주식시장은 2008년 하반기
부터 또다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조짐
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함에 따라 UAE의 주식시장도 2008년 고
점대비 40~50%가량 폭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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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UAE ADSM 및 DMF 주가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한편 중동지역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두
바이국제금융센터(DIFC: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내
에는 도매금융을 주로 취급하는 역외금융센터인 두바이국제금
융거래소(DIFX: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Exchange)가 있다.
DIFX는 지역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만큼 ADSM, DFM과 달리 국
제금융상품 거래를 취급하는 역외금융센터로 다양한 금융상품
이 거래된다. DIFX는 2005년 9월에 개장한 이후 2008년 10월
말 현재, 주식, 채권, 이슬람채권, 파생상품 등 68개 업체의 증권
이 상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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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투자 및 해외진출 현황

가. 외국금융기관 현지진출 현황

1) 은행업
UAE의 은행은 크게 현지 은행과 외국계 은행으로 나뉜다. 현
지 은행은 연방법 No. (10) of 1980에 따라 영업권을 획득한 상
장기업이며, 외국계 은행은 동법에 따라 중앙은행으로부터 영업
권을 획득한 외국계 은행의 현지법인들이다. 2008년 3월 말 현
재, UAE 내에서는 총 51개 은행의 616개 지점이 운영 중인데,
23개의 현지 은행이 535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28개의 외국계
은행이 81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대다수의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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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외국계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UAE에서 사
업을 영위해 온 관계로 1980년 중앙은행의 설립과 함께 영업권
이 대거 발부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당국은 UAE의 시장규모에
비해 은행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중앙은행은 시장안정을 위하여 신규은행에 대한 영업권 발행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으며 외국계 은행의 개설가능 지점 수 또한
8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03년에 법 개정으로 외국계
은행도 8개 이상의 지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이를
위해서는 특별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처럼 중앙은행의 보
수적 정책으로 인해 외국계 신규은행의 영업은 엄격히 제한되는
데 반해 외국계 신규은행의 대표사무소 개설은 허용되고 있어
2006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 외환은행을 비롯한 36개 외국계 은
행이 대표사무소를 개설하고 UAE 금융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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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UAE의 외국계 은행 및 지점 현황

No

은행명

본점
소재지

지점 수

EBU1)
및

합계

지불처

1

National Bank of Bahrain

Abu Dhabi

0

0

1

2

Rafidain Bank

Abu Dhabi

0

0

1

3

Arab Bank PLC

Abu Dhabi

7

0

8

4

Banque Misr

Abu Dhabi

3

0

4

5

El Nilein Bank

Abu Dhabi

0

0

1

6

National Bank of Oman

Abu Dhabi

0

0

1

7

Calyon-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Dubai

1

0

2

8

Bank of Baroda

Dubai

5

1

7

9

BNP Paribas

Abu Dhabi

1

1

3

10

Janata Bank

Abu Dhabi

3

0

4

11

HSBC Bank Middle East
Limited

Dubai

7

12

20

12

Arab African International
Bank

Dubai

1

0

2

13

BLC Bank (France) S. A.

Dubai

3

0

4

14

Al Ahli Bank of Kuwait

Dubai

0

0

1

15

Barclays Bank PLC

Dubai

1

2

4

16

Habib Bank Ltd.

Dubai

6

0

7

17

Habib Bank A.G Zurich

Dubai

7

0

8

18

Standard Chartered Bank

Dubai

10

2

13

19

CitiBank N.A.

Dubai

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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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계속.

EBU1)
지점 수
및
지불처

No

은행명

본점
소재지

20

Bank Saderat Iran

Dubai

6

0

7

21

Bank Meli Iran

Dubai

6

1

8

22

Blom Bank France

Dubai

1

0

2

23

Lloyds TSB Bank PLC

Dubai

0

4

5

24

ABN-Amro Bank N.V.

Dubai

2

2

5

25

United Bank Ltd.

Dubai

7

2

10

26

Doha Bank

Dubai

0

0

1

27

Samba Financial Group

Dubai

0

0

1

28

National Bank of Kuwait

Dubai

0

0

1

28

81

32

141

합계

합계

주: 1) Electronic Banking Service Units
2) 2008년 3월 말 기준
자료: Central Bank of UAE

표 Ⅴ-11 UAE의 현지은행 및 지점 현황

No

은행명

본점 소재지

지점 수

EBU1)
및
지불처

합계

1

National Bank of Abu Dhabi

Abu Dhabi

56

16

73

2

Abu Dhabi Commercial Bank

Abu Dhabi

38

5

44

3

ARBIFT

Abu Dhabi

6

0

7

4

Union National Bank

Abu Dhabi

35

11

47

5

National Bank of Dubai

Dubai

42

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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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1 계속.

No

은행명

본점 소재지

지점 수

EBU1)
및
지불처

합계

6

Commercial Bank of Dubai

Dubai

19

5

25

7

Dubai Islamic Bank PJSC

Dubai

43

0

44

8

Emirates Bank International

Dubai

50

9

60

9

Emirates Islamic Bank

Dubai

24

1

26

10

Mashreq Bank PSC

Dubai

49

4

54

11

Sharjah Islamic Bank

Sharjah

19

1

21

12

Bank of Sharjah PSC

Sharjah

3

0

4

13

United Arab Bank PJSC

Sharjah

8

0

9

14

InvestBank PLC

Sharjah

11

0

12

15

The National Bank of R.A.K

Ras Al
Khama

20

6

27

16

Commercial Bank International

Dubai

8

1

10

17

National Bank of Fujairah PSC

Fujairah

12

0

13

18

National Bank of U.A.Q PSC

U.A.Q

14

1

16

19

First Gulf Bank

Abu Dhabi

15

0

16

20

Abu Dhabi Islamic Bank

Abu Dhabi

43

0

44

21

Dubai Bank

Dubai

12

0

13

22

Noor Islamic Bank

Dubai

8

2

11

23

Al Hilal Bank

Dubai

0

0

1

Total

23

535

69

627

주: 1) Electronic Banking Service Units
2) 2008년 3월 말 기준
자료: Central Bank of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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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바이국제금융센터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는 소매금융서비스시장이 아닌 기
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매금융의 중심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DIFC는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 여타 금융기관들의 유치를
통해 보험, M&A, 벤처캐피탈, 사모펀드(private equity), 외국환거
래, 무역금융, 자본시장, 이슬람 금융 등 금융시장 각 분야를 발
전시킴으로써 지역 금융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DIFC는 2004년 출범 이후 전 세계로부터 500여 개가 넘는 금
융기관을 유치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역내에서 가장 활발한 성장
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각 부문별로 JP Morgan,
UBS, Goldman Sachs, HSBC, Citigroup, Deutsche bank, Morgan
Stanley, Standard Chartered, KPMG, AIG, Alliance Re, Moody’s,
Bloomberg 등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으며, 우리나라의
한국수출입은행도 DIFC에 진출하였다.

나. UAE 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국내시장 포화에 직면한 UAE 은행들은 해외진출을 주요 성장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현지은행들은 해외지점이나 대표사무
소 개설 외에도 인수합병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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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UAE 은행 가운데서도 National Bank of Abu Dhabi(NBAD)
가 공격적 해외진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NBAD는 이집트,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수단 등 중동ㆍ아프리카지역 외에도 프
랑스, 영국,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에 진출하여 2개의 해외법인
과 38개의 해외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였다. Mashreq

표 Ⅴ-12 두바이국제금융센터에 진출한 주요 금융기관 현황

분 야

업체명

은행 및
자본시장

JP Morgan, UBS, Goldman Sachs, Lehman Brothers,
Commerzbank, HSBC, Barclays Bank, DBS Bank, ABN AMRO,
Citigroup, Credit Suisse, Deutsche bank, ICICI Bank,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Standard Chartered, Sumitomo Mitsui

이슬람
금융

Injazat, Crescent Standard, Arcap
Amanah, Sedco, Unicorn Inv. bank

Inssef,

Al

Muthanna,

Prudential Asset, Management, Babcock & Brown, Franklin
자산관리

Templeton, GCC Energy Fund, Invesco
Lloyds TSB Man Investments, Mellon Global Investments,
Schroder Investment, Oasis Crescent, Calyon, VP Wealth
Management

ASPs

Al Tamimi & Co., KPMG, Grant Thornton, Clifford Chance,
Allen & Overy

금융관련
기관

Bloomberg, IFC, SWIFT, Dubai Int’l Capital, Moody’s,
Schlumberger, Korea EXIM Bank(한국수출입은행)

보험 및
재보험

Zurich, AIG, Alico, JLT Risk Solutions, Takaful Re, Alliance Re,
Scottish Re

자료: DI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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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V-3 UAE 금융업의 외국기업 진출 사례

Standard Chartered Bank UAE는 영국에 본사를 세계적 금융기관인
Standard Chartered의 UAE 현지법인이다. UAE는 Standard Chartered의 주
요 시장 중 하나로, Standard Chartered Bank UAE는 Standard Chartered의
중동 현지법인 중 매출규모가 가장 크며, 전 세계 56개국 해외법인 가운데서도
4번째 규모이다. Standard Chartered Bank UAE는 10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약 2,000여 명이다. 2005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8% 증
가한 8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UAE 주요 VISA 및 신용카드 발행사
이기도 하다.
Standard Chartered Bank UAE는 지난 2004년에 이슬람 금융 부문에 진출
하였다. 이슬람 소매금융 상품으로 개인금융과 이슬람 Tijarah(SME) 금융, 당
좌예금을 취급하고 있다. 2006년 3월에는 이슬람 보통예금과 이슬람예금 상품
을 추가하였다. 2006년 3월에는 두바이 상품거래시장에도 진출하여 귀금속, 비
금속, 에너지 등의 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Standard Chartered
Bank UAE는 지점의 추가 개설과 함께 개인 자산가를 고객으로 하는 개인금융
(Private banking) 부문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자료: Zawya

bank는 이집트, 카타르, 바레인 등 주변국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홍콩 등 아시아국과 영국, 미국 등 서구선진
국에 14개의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였다. Dubai Islamic
Bank(DIB)는 UAE 은행 가운데 해외에 가장 많 은 법인을 설립
하였는데, 파키스탄, 터키, 이란, 수단, 레바논, 이집트, 바하마,
아일랜드 등에 10개의 현지법인과 12개의 지점 및 대표사무소
를 개설하였다. 특히 DIB의 수단 은행업 진출은 현지 국유은행
인 Al Khartoum의 지분 52%를 인수하여 진출한 사례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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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DIB의 자회사인 Dubai Bank는 Bank Islamic Pakistan의 지분
18.75%를 인수하여 파키스탄 은행업에 진출하였다.
표 Ⅴ-13 UAE 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단위: 개)

은행명

해외지점 및
해외법인
대표사무소

진출국명

NBAD

38

2

이집트,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프랑스,
영국, 미국, 스위스, 수단

Mashreq

14

0

이집트, 카타르, 바레인, 홍콩, 인도, 영
국, 미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DIB

12

10

파키스탄, 터키, 이란, 수단, 레바논, 이
집트, 바하마, 아일랜드

Emirates NBD

10

2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영국, 인도, 이
란, 싱가포르

ADCB

2

0

인도

FGB

1

0

싱가포르

UNB

0

1

이집트

ADIB

0

3

이집트, 케이맨제도

자료: Bel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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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및 평가

현

재 UAE에서는 정부와 민간투자에 의해 대규모 인프라
및 에너지관련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금액이 2,270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인프라분야 사업규모만
도 1,2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
들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대출이 UAE 은행들의 주요 사
업영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대출뿐만 아니라
소매금융과 담보대출, 이슬람 금융 등도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이들 분야는 최근 3~4년간 연평균 30~4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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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소매금융은 자동차론, 교육론 등 다양한 소매금융서비tm
가 제공되고 있다. 현재 UAE에서 발급되어 유통 중인 신용카드
수는 약 160만개로 파악되는데, 이는 현지국민 1인당 평균 2~3
개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신용소
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금융서비스의 발달 역시 활발할 것
으로 예상된다. UAE의 금융산업은 외국인노동자 유입 등에 따
른 인구 증가와 소비자의 높은 구매력 향상, 경제성장에 따른
금융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가 경제규모에 비해 은행이 너무 많다는 점은 금융
기관 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UAE 은행들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은행의
마진폭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은행들은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서비스수준 향상 등을 통해 경쟁우위를 추구하고 있으
며,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기 위하여 이슬람 은행을 자회사
로 설립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UAE 중앙은행이 사우디아라비
아와 카타르, 쿠웨이트의 은행에 사업권을 부여함으로써 신규은
행 진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시중은행간 경쟁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UAE의 국내은행 대부분이 왕족과 정부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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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은 은행들의 지배구조 악화로 인한 위험노출(exposure)를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당수 UAE 국내은행의
경우 왕족과 정부가 다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부다비 투
자청은 아부다비내셔널뱅크 지분의 73%와 아부다비상업은행 지
분의 63%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두바이 정부는 두바이이슬람
은행 지분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니온내셔널뱅크
는 아부다비와 두바이 정부가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
며, Mashreq bank는 UAE의 가장 최대 그룹사의 오너인 Al
Ghurair 가문이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배구조는 은행
내부거래는 물론 자금대출이 최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기업 및 프로젝트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은행의 투
명성과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심화된 글로
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는 UAE의 금융시장에 새로운 위협
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의 동
반침체가 가시화되고 국제유가가 급락함에 따라 UAE의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제유가 수준이
UAE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근 국제유가의 급락
은 단순히 성장률의 둔화 수준을 넘어서 부동산시장 침체로 이
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UAE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
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침체 내지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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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UAE 은행의 예대율(loan-deposit ratio) 추이

주: UAE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신용보증 포함)잔액의 비율임.
자료: Central Bank of UAE

블붕괴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역내외 투
자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단기차입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부동산담보대출을 시행중인 금융
기관들은 투자자금 이탈 및 자금조달시장 신용경색이 심화될 경
우 만기불일치(mismatch)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다. 더욱이 UAE 은행의 예대율(loan-deposit ratio)이 최근 빠른 속
도로 증가하여 2007년부터 100%를 초과하고 있어 오버론(over
loan)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칫 대량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UAE 정부는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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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고객예금(외국은행 포함)에 대한 지급보증 조치를 발표
하였으며, 두바이정부는 모기지시장 안정을 위하여 자국 1, 2위
모기지업체인 Tamweel과 Amlak의 합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글상자 V-4 UAE 금융업 SWOT 분석

Strengths
·
·
·
·

풍부한 유동성 및 경제성장 지속으로 인한 금융업 활성화
외국노동자 유입 등 인구증가에 따른 시장확대
현지은행(정부가 다수지분 보유)에 대한 정부지원
높은 수익률과 풍부한 자본

Weaknesses
·
·
·
·
·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은행 수
외국인 노동자계층의 신용기록 부재
100%가 넘는 예대율(gross loans-deposit ratio)로 인한 자본조달 비용 상승
부동산대출의 손실위험노출(exposure)
숙련된 인적자원의 부족

Opportunities
· 주력 대출 부문인 인프라, 주택, 관광, 플랜트 등의 업종의 성장 지속
· 소매금융, 모기지대출, 중소기업대출, 이슬람대출 등 잠재시장의 성장

Threats
·
·
·
·

특정부문 또는 특정기업에 대한 대출집중으로 손실위험노출(exposure)
역내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률 저하 우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 및 금융시장 불안
만기불일치(mismatch) 위험노출 및 중장기 자금조달 비용의 증가

자료: Bel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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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V-5 UAE 금융업의 선도기업 소개

Emirates NBD는 UAE 주요 은행인 Emirate Bank International(EBI)과
NBD(Natioanl Bank of Dubai)의 합병을 통해 2007년 7월에 설립되었다.
Emirates NBD의 총 자산은 AED 1,652억(450억 달러)으로서 Emirates NBD
는 중동 최대 은행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두 은행의 합병으로 인해 EBI와 NBD
는 상장 폐지되고 Emirates NBD가 두바이 증권시장(DFM)에 상장되며,
Emirates NBD의 지분은 UAE 정부가 56%를 보유하며, 나머지 46%는 상장을
통해 주식시장에 공개된다.
Emirates NBD는 기업금융, 소매금융, 이슬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시장 확장을 통해 중동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한다는 전략이다. 현
재 Emirates NBD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영국, 인도, 이란, 싱가포르 등에
진출하여 2개의 현지법인과 10개의 지점 및 대표사무소를 보유한 상태다.
자료: Zaw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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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환경

1) 긍정적 요인
UAE는 오일달러가 넘치는 걸프지역을 중심으로 거대 시장인
EU, 아프리카, 서남아 등지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중동지역
물류 중심지에서 비즈니스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고유
가의 혜택으로 1인당 GDP가 2008년에는 5만 달러에 이를 것으
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현지국민의 경우 1인
당 GDP가 10만 달러에 달할 만큼 구매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다. 다만 UAE는 인구가 500만 명에도 못미칠 만큼 시장이 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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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면이 있으나 UAE가 중동지역의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
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동 진출을 위한 거점 및 테스트마켓으로
서 그 의미가 크다. 현지인 중심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
가시장과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중저가시장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고,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상품들이 소비자의 선택
을 받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만큼 UAE 시장에서의 성공은
중동 주변 국가 및 인근 대륙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또한 UAE는 중동 걸프지역 주요 산유국들의 경제협의체인
GCC의 회원국인 관계로 UAE 진출을 통해 GCC 회원국 시장에
대한 무관세 진출이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쿠웨이
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중동 걸프지역 6개국으로 구성된
GCC는 1983년 역내 자유무역을 체결한 데 이어 2005년에는 관
세동맹을 완료하고 2008년에는 공동시장으로 출범하였다. 현재
GCC는 2010년을 목표로 EU와 같은 통화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GCC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들 국가와의 FTA가 체결될 경
우 대상국가에 대한 현지생산 제품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할 것
으로 전망된다.
UAE는 과거부터 부족한 노동력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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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관계로 전체 인구 중 약 80%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오일특수로 인해 해마다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꾸준
히 늘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국인노동자 수
가 많고 유입속도가 빠른 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인력풀이 존재
하고 인력시장에서의 경쟁도 심해 저임금 노동력의 경우 채용이
용이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다. 또한 일찍부터 시장을 개방하고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한 관계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영어를 사
용한다.
중동, 유럽, 아프리카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UAE는 공항과
항만, 통신 등에 걸쳐 중동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두바이의 경우 중동의 물류 중심지로서 세계적 수준의 공
항과 항만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에는 대규모 물류
창고를 운영하고 있어 중동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두바
이를 거칠 수밖에 없는 물류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UAE의 인
프라 수준을 살펴보면 항구 화물적재량과 항공기 탑승자수는 세
계적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2004년 기준 UAE의 1,000명당 화
물적재량은 2,014TEU를 기록하였으며, 항공기 탑승자수는 전체
인구의 3.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GCC 평균치는 물론 선진국의
수치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도로의 경우 1,000명당 도로 길이가
0.3km로 매우 짧은 편이나 도로의 포장률은 100%로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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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통신 인프라 또한 그 수준이 양호함
을 알 수 있는데, 2004년 기준 유선전화 보급률은 27.5%, 무선
전화 보급률은 85.3%, 인터넷 보급률은 32.1%로 그 수준이 선진
국에는 못미치지만 중동국가 및 GCC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발전설비 수준 또한 양호하여 1인당
소비전력이 10,992KWh로 중동지역은 물론 고소득국가 평균치
에 비해서도 많은 사용량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앞서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UAE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free zone)
또한 중동 현지 투자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이다.
UAE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세되며 외환거래 및 과실송금
에 대한 규제가 없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정부가 자국
민의 소득창출을 위해 외국기업에게 현지국민을 사업파트너로
삼도록 강제하는 스폰서제도를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법인 설
립시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UAE의 경제자유구
역 가운데는 1980년대 조성되어 두바이를 오늘날의 중동 물류
중심지로 변모시킨 Jebel Ali Free Zone이 유명한데, Jebel Ali Free
Zone은 중동지역 경제자유구역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
다. 한편 UAE 정부는 첨단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육성을 위하여 2000년을 전후하여 주요 업종별로 경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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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UAE의 인프라 부문 현황

구분

단위

소득수준1)

기준연도

고소득
국가

중동
전체

GCC

사우디

UAE

2004

고소득

중소득

고소득

고소득

고소득

1004

330

34.7

24.0

4.3

2)

2.8

5.6

6.3

0.3

인구

백만 명

2004

천 명당 도로길이

km

1999～
2003

도로 포장률

%

1999～
2003

712)

52

33

30

100

천 명당 철도길이

m

2000～
2004

3652)

85

40

58

0

천 명당 항구
화물적재량

TEU

2004

182

56

414

133

2,014

인구대비
항공기탑승자 수

배

2004

1.4

0.2

1.1

0.6

3.3

천 명당 유선전화
회선 수

개

2004

535

91

173

154

275

천 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

명

2004

771

128

484

383

853

천 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명

2004

545

58

119

66

321

1인당 소비전력

KWh

2003

9,503

1,839

7,469

6,259

10,992

도시지역 상수도
보급률

%

2004

100

96

99

97

100

도시지역 하수도
보급률

%

2004

100

92

99

100

98

12.4

주: 1) World Bank에 따르면 2004년 1인당 GNI 기준으로 저소득국가($825이하) 59개
국, 중하위소득국가($826~$3,255) 60개국, 중상위소득국가($3,256~$10,065)
40개국, 고소득국가($10,066이상) 54개국으로 분류됨.
2) OECD 회원국 기준임.
자료: 박복영 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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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UAE의 경제자유구역 현황(2007년)

연번

경제자유구역명

설립
연도

웹사이트

비고

1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

1985

www.jafza.ae

두바이

2

Fujairah Free Zone

1987

www.fujairahfreezone.
com

후자이라

3

Ajman Free Zone

1988

www.ajmanfreezone.g
ov.ae

아즈만

4

Sharjah Airport Free Zone

1995

www.saif-zone.com

샤자

5

Hamriyah Free Zone

1995

www.hamriyahfz.com

샤자

6

Dubai Airport Free Zone

1996

www.dafza.ae

두바이

7

Ahmed Bin Rashid Port &
Free Zone

1998

N.A.

움무
알꾸아인

8

Dubai Media City

2000

www.dubaimediacity.c
om

두바이

9

Dubai Internet City

2000

www.dubaiinternetcity.
com

두바이

10

Dubai Cars & Automotive
Zone

2000

www.ducamz.ae

두바이

11

Gold & Diamond Park

2001

www.goldanddiamond
park.com

두바이

12

Dubai Knowledge Village

2002

www.kv.ae

두바이

13

Dubai Metals &
Commodities Centre

2002

www.dmcc.ae

두바이

14

Dubai Silicon Oasis

2002

www.dso.ae

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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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계속.

연번

경제자유구역명

설립
연도

웹사이트

비고

15

Ras Al Khaimah Free
Trade Zone

2002

www.rakftz.com

라스
알카이마

16

International Media
Production Zone

2003

www.impz.ae

두바이

17

Dubai Maritime City

2003

www.dubaimaritimecity
.com

두바이

18

Dubai Healthcare City

2003

www.dhcc.ae

두바이

19

Dubai Studio City

2004

www.dubaistudiocity.com

두바이

20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2004

www.difc.ae

두바이

21

Dubai Industrial City

2004

www.dubaiindustrialcit
y.ae

두바이

22

Dubai Outsource Zone

2005

www.dubaioutsourcezo
ne.com

두바이

23

Dubai Biotech &
Research Park

2005

www.dubiotech.com

두바이

24

Dubai Logistics City

2005

www.dubailogisticscity.ae

두바이

25

Heavy Equipments &
Trucks Free Zone

2006

www.aafz.ae

두바이

26

Dubai Flower Centre

2006

27

International Humanitarian
City

2007

www.ihc.ae

두바이

28

Dubai Techno Park

-

www.tp.ae

두바이

29

Dubai Auto Zone

-

www.daz.ae

두바이

www.dubaiflowercentr
e.com

두바이

자료: KOTRA

Ⅵ. UAE 진출전략｜263

유구역을 조성해 오고 있으며, 그 분야는 IT, 반도체, 미디어, 금
융,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있다.

2) 부정적 요인
일반적으로 UAE는 중동·아프리카 거점시장으로서 최상의 비
즈니스 환경을 갖춘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UAE의
비즈니스 환경은 이러한 통념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사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09)에
따르면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UAE의 규제수준은 조사대상 181
개국 중 46위로 평가되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의외
로 UAE의 사업환경이 중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UAE
에 대한 세계은행의 사업환경 조사결과를 살펴보면,13) UAE가
우리나라(종합순위 23위)의 사업환경과 비교해 더 좋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총 10개 항목 가운데 납세, 소유권 등기, 고용 및
해고, 창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의 경우 UAE는 소득세와 법
인세 등이 면세되므로 세계 최고 수준인 4위(한국 43위)를 기록
하고 있으며, 소유권 등기도 전 세계 11위(한국 67위)로 매우 우
수하다. 또한 고용 및 해고에 대한 규제가 47위로 한국(152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UAE의 경우 인구의 80%
13)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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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인일 만큼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으
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고용보장 등 노동시장의 안정
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중시하는 것이 당연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UAE의 창업환경 순위는 전 세계 113
위로 한국(126위)보다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6개
사업환경 분야에서는 UAE가 우리나라에 비해 오히려 열악한 것
으로 평가된다. 먼저 UAE의 교역절차 환경과 허가취득 환경의
경우 순위는 각각 14위와 41위로 상당히 우수한 편이나 우리나
라의 교역절차(12위) 및 허가취득(23위) 환경이 더 뛰어난 것으
로 평가된다. 특히 융자, 투자자보호, 계약이행, 폐업 등의 환경
은 우리나라에 비해 UAE가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
여건은 우리나라가 12위인 데 반해 UAE는 68위로 평가되었으
며, 투자자보호는 우리나라가 70위인 데 반해 UAE가 113위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계약이행과 폐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각각 8
위와 12위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규제환경을 갖추고 있는 반면
UAE는 각각 145위와 141위로 하위권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더욱 주목해야 할 사실은 중동지역 비즈니스 허브로 알려
진 UAE의 사업환경(전 세계 46위)이 주변 경쟁국인 사우디아라
비아(16위)나 바레인(18위) 등과 비교해 오히려 열악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결과는 Heritage 재단이 전 세계 157개국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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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한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UAE
의 경제자유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에 62.8점으로 63위를 기록
하였다. 그러나 주변 국가인 바레인이 72.2점(19위), 쿠웨이트가
68.3점(39위), 오만이 67.4점(42위), 사우디아라비아가 62.8점(60
위)의 점수를 획득한 것과 비교하면 UAE는 GCC 6개 회원국 가
운데 경제자유도 측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14) 다만 최근 UAE의 비즈니스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
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UAE의 사업환경이 다소 부정적
으로 평가받는 데에는 정부 주도 하의 경제발전의 이면에 숨겨
진 관료주의(Red Tape)와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 및 무능력 등
이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투자활동에
있어서도 경제자유구역 내 진출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의 지분
소유에 제한이 가해지고 외국인의 토지소유도 허용되지 않는
다.15) 또한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국민을 파트너로

14) 참고로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67.9점으로 전 세계 41위
15) 단, 현재 UAE정부는 회사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의 철폐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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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UAE 및 주요 경쟁국의 기업환경 순위(2008년)

UAE
구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한 국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종합순위

46

54

16

24

52

49

23

22

창업

113

105

28

38

134

125

126

107

허가 취득

41

43

50

48

82

84

23

22

고용 및
해고

47

45

45

44

43

41

152

122

소유권
등기

11

9

1

3

83

76

67

62

융자

68

116

59

51

84

79

12

25

투자자
보호

113

110

24

49

24

19

70

66

납세

4

4

7

6

9

9

43

43

교역 절차

14

11

16

33

104

99

12

13

계약 이행

145

145

137

136

94

95

8

9

폐업

141

142

57

82

66

70

12

11

주: 전 세계 181개국이 평가대상이며, 규제수준이 높을수록 순위가 낮아짐.
자료: World Bank(2008), Doing Business 2009

합작법인을 설립해야만 하는 규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UAE에
대한 투자진출을 고려함에 있어 UAE 정부가 홍보하는 인센티브
제도와 비즈니스상의 강점 등 긍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각종 규제 현황과 사업상 제약요인 등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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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4 UAE 진출 외국기업의 현지 투자환경 평가결과

장 점
1)
2)
3)
4)

경제 및 정치적 안전성
역내 진입의 용이성
지리적 위치 우수성
투자 기회의 다양성

5) UAE의 세계 시장 진출의 관문 역할
6) 역내 투자 파트너 확보 용이
7) 신시장 개척 관문으로 UAE 활용
8) 편리한 행정 시스템
9) 업무를 위한 공간 확보 용이
10) 전략적 투자 가치 이용

단 점
1)
2)
3)
4)

고비용
물가상승
외투기업간 경쟁
사무실 확보의 어려움

5) 역내 투자 파트너 확보의 어려움
6) 행정업무의 복잡함
7) 금융기관 부족
8) 숙련된 인력 부족
9) 금융시장의 비유연성
10) 투자 정보 부족

주: UAE 경제부가 실시한 UAE 진출 외국기업 설문조사 결과임.
자료: UAE 경제부(2008), 2005~06년 FDI 보고서, 재인용: KOTRA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침체의 영향으로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경제상황
및 사업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나. 수출환경

UAE의 수입시장 규모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수입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대 초반까지 약 350억 달러 수준이던 UA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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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은 고유가가 본격화된 2003년 이후 연간 20~30% 내외
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3
년 약 460억 달러 수준이던 UAE의 수입시장 규모가 2005년에
는 약 750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2007년에는 무려 1,170억 달
러로 확대되었다. 고유가에 따른 오일특수에 힘입어 수입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UAE는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플랜트설비 투자와 각종 부동산개발로 원자
재 및 자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

그림 Ⅵ-1 UAE의 수입시장 규모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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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수년
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UAE의 수입시장 역시 꾸준히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된다. 경제예측기관인 Global Insight에 따르면 UAE의
2008년 수입시장 규모는 약 1,5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
되는데 향후에도 수입시장은 꾸준히 확대되어 2012년에는 수입
액이 약 2,3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UAE 수입시장의 국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인도
와 중국이 각각 10.8%와 8.5%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
음으로 미국(3위, 6.3%), 일본(4위, 5.8%), 독일(5위, 5.6%) 순으
로 상위 5개국이 이루어져 있는데, UAE 수입시장에서 이들 5개
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37.1%를 기록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영국(6위, 5.4%), 프랑스(7위, 3.0%), 이탈리아(8위, 2.9%),
사우디아라비아(9위, 2.6%), 스위스(10위, 2.3%)가 UAE 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10개국을 이루고 있다. UAE 수입시장에서 이들 상
위 10개국의 점유율 합은 53.2%로 UAE 수입시장의 절반을 차
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국가별 점유율 추이를 보면 인도와 중국의 경우
UAE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인 반면,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점유율이 꾸준히 하락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UAE 시장에서 강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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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UAE 수입시장 상위 6개국의 점유율 추이

자료: UN Comtrade DB

였던 서구 선진국들의 점유율이 지난 5년간 많게는 4%포인트에
서 적게는 1%포인트 안팎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들 국가들이
UAE 시장에서 이처럼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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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UAE 수입시장을 매우 성공적으로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인도의 경우 점유율이 2000년 6.3%에서 2005년에는 10.8%
로 4.5%포인트 상승하였다. 또한 중국의 UAE 수입시장 점유율
의 경우 지난 2000년 7.6%에서 2005년에는 8.5%로 0.9%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Ⅵ-2 참고).
한편 우리나라는 2005년 UAE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2.2%를
차지하여 11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1년의 시장점유율 5.1%와 비교하
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UAE의 수입 규모가 크
게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우리제품의 UAE 시장 진출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림 Ⅵ-3 참고).
UAE의 수입시장은 향후에도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활발한
UAE시장 진출로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UAE 10대 수입품목에 대한 우리제품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기기 및 부분품의 수출실적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전기기기 및 부분품의 수출금액은 4억 6,000만
달러로 대UAE 총 수출금액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UAE
의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도 5.7%로 나타났는데, 이는 UAE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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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UAE 수입시장 상위 7~11개국의 점유율 추이

자료: UN Comtrade DB

입시장에 대한 우리 제품의 평균 시장점유율(2.2%)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UAE의 2005년 전기기기 및 부분품
의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38%가 증가한 반면 우리의 해당 품목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23% 증가하는 데 그쳐 UAE의 해당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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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증가에 따른 수출 확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차량 및 부분품의 수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차량 및 부분품의 수출금액은 약 2억 7,400만 달러로 대
UAE 총 수출금액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UAE 수입시장
내 점유율도 4.1%로 비교적 높다. 특히 우리의 차량 및 부분품
의 수출증가율(40%)이 UAE의 해당품목 수입증가율(26%)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과 철강제품의 수출 또한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
다. 2005년 UAE에 대한 우리의 철강 수출금액은 1억 4,900만
달러로 대UAE 총 수출금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 수
입시장 내 점유율도 5.4%로 높다. 그러나 우리 철강의 수출증가
율(16%)이 UAE의 수입증가율(23%)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철강제품의 수출금액은 6,000만 달러로 대UAE 총
수출금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 수입시장 내 점유율
도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철강제품의 경우
우리의 수출증가율(52%)이 UAE의 수입증가율(38%)에 비해 다
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분품의 경우 2005년 수출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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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 UAE 10대 수입품목에 대한 한국제품 수출 현황(2005년)
(단위: 백만 달러)

UAE의 수입
순위

HS2
단위

품목명
전체

한국의 대UAE 수출
수입
비중

수입액

수입 수출금
증가율 액

80,814 100.0% 31%

수출
비중

현지 수출
점유율 증가율

1,769 100.0% 2.2%

7%

1

71

진주 및 귀금속

13,800 17.1%

33%

59

3.3%

0.4% -30%

2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8,069

10.0%

38%

460

26.0%

5.7%

23%

3

84

원자로, 보일러와
8,049
기계류 및 부분품

10.0%

21%

181

10.2%

2.2%

-21%

4

87

차량 및 부분품

6,728

8.3%

26%

274

15.5%

4.1%

40%

5

72

철강

2,738

3.4%

23%

149

8.4%

5.4%

16%

6

73

철강 제품

1,760

2.2%

38%

60

3.4%

3.4%

52%

7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565

1.9%

20%

48

2.7%

3.0%

19%

8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부분품

1,323

1.6%

3%

0

0.0%

0.0%

44%

9

33

화장품 및
화장용품류

955

1.2%

17%

3

0.2%

0.3%

92%

10

90

937

1.2%

15%

12

0.7%

1.3%

-7%

광학ㆍ사진용ㆍ측
정 ㆍ검사 기기 및
부분품

주: 수출 및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UN Comtrad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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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계류 및 부분품의 수출금액은 1억 8,100만 달러로 대UAE
전체 수출금액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UAE 수입시장 내
점유율은 2.2%이다. 하지만 2005년 UAE의 원자로, 보일러와 기
계류 및 부분품의 수입 금액은 전년대비 21%가 증가한 반면 우
리의 해당품목의 수출은 오히려 전년대비 21%가 감소하였다.
UAE의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액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
리의 수출규모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현지시장에서 해당제품
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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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별 진출방향

가. 건설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건설업체들은 대기업은 물
론 중견기업도 UAE에 진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플
랜트 프로젝트 분야의 EPC 업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은
자체 개발사업자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한편 중견기업의 경
우, 정부 발주는 물론 수의계약이 가능한 민간부문의 중소형 건
설 프로젝트도 수주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UAE 건설시장 진출형
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 업체들이 UAE 건설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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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최근 급성장 중인 아부다비, 두바이를 중심으로 ① 수전
력, 도로망 등 기간산업 건설부문, ② 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건
설 개발부문, ③ 주택 및 상업용 건물 건설부문 등 진출 분야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UAE의 경우 업체에 따라 특화되
어 있는 전문 건설분야가 별도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나,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 개발사업자 또는 시공사로서의 이미지에
따라 향후 수주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
다. 이와 함께, UAE 시장에서의 건설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인
근 지역인 바레인, 카타르 등에 대한 건설 부문 진출도 적극적
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최근 UAE 건설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경제 침체의 여
파로 가장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산업이다. 2008년 하
반기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UAE의 부동산
건설시장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
각에서는 부동산 자산가격의 조정뿐만 아니라 버블붕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가 장기화될 경우 향후 건설ㆍ플랜트시장이 위축되고 개발업체
의 자금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현지진출을 추진 중인
업체들은 사업타당성 및 자금조달 수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와 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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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통신산업

1) 수출 현황
우리나라의 2005년 대UAE IT제품 수출 총액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4억 1,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UAE IT
제품 수출은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1억 5,4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한 이후 매년 20% 내외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휴대폰 등 무선송신
기기 수출금액이 1억 8,300만 달러로 2005년 대UAE 전체 IT제
품 수출의 43.9%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러나 UAE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은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지난 3년간 UAE의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의 평균 수
입증가율은 80%가 증가한 반면, 우리 제품의 수출은 35% 증가
하는데 그쳐 현지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IT제품은 TV 등 영
상수신기기로 1억 4,100만 달러가 수출되어 2005년 대UAE IT
수출의 33.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평균 수출증가율은
10%로 UAE의 지난 3년간 동 품목 평균수입증가율 11%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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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05년 TV 등 영상수신기기의 UAE
수입시장 점유율은 33.6%로 중국(점유율 38.3%)에 이어 현지 점
유율 2위를 기록하였다.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은 UAE로 세 번째로 많이 수출되는 IT
품목으로 2005년에 4,600만 달러가 수출되어 전체 IT 수출금액
의 10.9%를 차지하였다.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은 UAE의 2005년
동 품목 수입시장의 10.3%를 점유하여 현지 수입시장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년간 우리의 동 품목
평균 수출증가율(130%)이 UAE의 수입증가율(44%)보다 크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이 품목의 현지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UAE에 대한 수출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전기변성기
및 부분품과 전기회로 접속기기의 수출 호조세가 두드러진다.
전기변성기 및 부분품의 2005년 대UAE 수출금액은 800만 달러
로 우리 IT 수출의 1.9%에 불과하지만 2003년부터 2005년간 평
균 수출증가율이 266%를 기록하였다. UAE의 동 품목 3년 평균
수입증가율은 17% 증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우리제품의 수출
증가세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기회로 접속기기의
수출금액 역시 500만 달러로 우리 IT 수출의 1.1%에 불과하지
만 2003년부터 2005년간 평균 수출증가율은 249%를 기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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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4 한국의 대UAE IT제품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 Comtrade DB

UAE의 동 품목 평균 수입증가율 35%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2005년 UAE 수입시장에서 두 품목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각각 2.6%와 1.2%로 낮은 편이다.

2) 진출유망 분야 및 진출 방안
중동지역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보급률과 빠른 시장성장세, IT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을 감안할 때
UAE IT 시장은 매력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UAE가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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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물류중심지이자 수입의 상당부분이 인근지역으로 재수
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UAE 정보통신시장은 우리기업의 중
동 진출을 위한 거점이자 및 테스트시장(test bed)으로서의 의미
가 크다. 더욱이 전자정부 프로젝트와 다양한 건설ㆍ플랜트 프
로젝트가 추진되는 만큼 IT 장비 및 솔루션 등 우리의 진출가능
분야도 다양하다. UAE의 정보통신산업 전망과 우리의 경쟁력을
종합해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진출유망 분야 및 진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동통신시장은 현재 포화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나 이
는 음성서비스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이동통신 관련 부
가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 통신사
업자 du의 시장진출로 무선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쟁이 본격화되
면서 mobile internet, mobile TV, IPTV, VoIP, 전자결제 등과 같
은 부가서비스 및 컨버전스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기업
들은 통신관련 부가서비스 상품에 대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
하고 있는 만큼, 향후 동 부문에 대한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평
가된다.
초고속인터넷 접속장비 등 네트워크장비와 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 IT솔루션 부문 또한 유망분야이다. UAE는 인터넷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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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6 한국의 대UAE 주요 IT수출품목 현황(2005년)
(단위: 백만 달러)

UAE
순위

품목
코드

품목명

(HS)
IT제품 전체

2005년
수입액

한국

3년평균
2005년
수입
수출액
증가율

수출
비중

현지
점유율

3년평균
수출
증가율

6,715

46%

416

100.0%

6.2%

24%

1

8525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

3,663

80%

183

43.9%

5.0%

35%

2

8528

TV 등
영상수신기기

419

11%

141

33.8% 33.6%

10%

3

8544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441

44%

46

10.9% 10.3%

130%

4

8471

컴퓨터 및
주변기기

721

37%

11

2.6%

1.5%

14%

5

8517

유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238

18%

11

2.5%

4.4%

11%

6

8504

304

17%

8

1.9%

2.6%

266%

7

8536

전기회로
접속기기

373

35%

5

1.1%

1.2%

249%

8

8527

라디오 등
무선수신기기

113

-10%

4

1.0%

3.6%

-10%

9

8529

TV, 휴대폰
등의 부분품

118

7%

4

0.9%

3.0%

-4%

10

8531

LCD

61

33%

3

0.8%

5.7%

110%

전기변성기 및
부분품

주: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은 2003년부터 2005까지 3년간 증가율의 평균치임.
자료: UN Comtrad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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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2007년 8.6%인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이 2012년까지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500만 명에
불과하여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다. 한편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IT솔루션 부문의 시장성장이 예상된다.
UAE 정부는 전자정부 프로젝트와 함께 IT, 금융, 관광,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
진 중이다. 또한 민간 부동산개발에 따른 홈네트워크 등의 수요
또한 늘고 있다.
그러나 UAE의 정보통신시장은 정부의 규제가 많으며, 외국기
업의 시장진입 역시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조
달 시장의 경우 국영통신사업자가 절대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높은 진입장벽이 예상된다. 이에 우리기업은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현지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이때 능력 있는
합작파트너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간 협력확대를 통해 현지 정부조달시장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확대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UAE
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만큼 IT분야
공무원 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
(ICT) 협력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정부간 IT 협력을 강화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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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양국간 IT 협력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DMB 등 IT 기술 및 제품의 세일즈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IT 포럼, WiBro·DMB 시연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IT
Korea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현지 소비자들의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국내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GCC와의 FTA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우리기업의 진
출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관광업
UAE 관광업은 기본적으로 관광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구축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적지와 같은 전통적
개념의 관광인프라가 전무하기 때문에 사막이라는 무한공간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관광인프라 구
축을 위한 사전 계획단계부터 관련 소프트웨어 즉 관광콘텐츠와
의 접목을 구현하는 마스터 플랜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유니버
설 스튜디오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 타이거 우즈 골프코
스 등 휴양 및 레저 시설이 두바이랜드나 바와디 프로젝트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계획되고 있다.
우리기업의 경우, UAE 관광산업 진출시 관광, 휴양,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부문에서의 협업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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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건설 플랜트 부문의 강점을 바탕으
로 대형 관광개발 프로젝트 참여 또는 수주를 통한 진출이 가능
하다. 다만, 관광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는 콘텐츠 자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 구현을 위한 IT, 운영 시스템, 관련 기자재
부문의 진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UAE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검증된 우리 고유의 관광 콘텐츠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UAE 관광시장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바, 시설 운영을 위한 친
환경 기술 진출과 같은 가시적인 협업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호텔산업과 같이 현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부문
에 대한 투자 진출도 적극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해당분야에 대한 해외진출 경험이 적은 경우 투자진출 이전에
관련 분야에 대한 세심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호텔부문은
외국계 호텔업계의 진출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간의 경쟁도 치열
해지고 있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
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향
후 상당기간 동안 전 세계 관광서비스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UAE의 관광업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이를 반영한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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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융업

UAE가 중동지역 비즈니스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중동지역 내 UAE 금융시장의 입지가 커질 뿐만 아니라 향후 위
상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동 진출을 고려하는 우
리 금융기업의 경우 UAE를 진출거점으로 고려할 수 있다. 우리
금융기관의 경우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이 두바이국제금융센터
(DIFC)에 입주해 있으며, 외환은행이 두바이에 대표사무소를 개
설하여 현지 은행업 진출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우리은행과 신
한은행 등도 UAE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3월 말 현재, UAE 내에서는 총 50여 개 은행이 영업
중이며, 그 중 절반이상이 외국계 은행이다. 그러나 UAE 중앙은
행은 1984년 이후부터 외국은행에 대한 신규사업권 발행을 중
단함으로써 외국은행의 신규진입을 사실상 제한해 왔다. 다만
UAE 중앙은행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상대국이 UAE 은행의 진
출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대국 은행의 UAE 내 진입을 허용하
고 있을 뿐이다. 반면 UAE 은행업 진출을 위해 대표사무소를
개설한 외국계 은행 수가 수십여 개에 달한다. 또한 UAE 자국
은행은 과세가 면제되는 반면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20%의 소득
세가 부과되며 외국인의 소유권은 49%로 제한된다. 외국계 은

Ⅵ. UAE 진출전략｜287

행의 현지 은행업 진출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차별적
인 환경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GCC와의 FTA를 통
해 금융시장 개방 및 내국민대우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금융기관의 UAE 및 중동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UAE 정부는 중동지역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하여 금융
자유구역인 두바이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두바이국제금융센
터에 입주한 금융기관은 외국인소유권이 100% 인정될 뿐만 아
니라 자유로운 과실송금의 허용과 함께 소득세 및 법인세 면세
혜택을 제공받는다. 따라서 국제금융센터를 통한 현지 금융시장
진출도 고려할 수 있다.
UAE 은행업은 기업금융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주요 사업부
문으로, 향후에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대규모 사업이 예상
되는 만큼 동 분야에 대한 금융시장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미래 현금흐름과 수익성을 평
가하여 대출을 제공하는 무담보 대출인 만큼 리스크 평가 및 관
리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와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가계대출 등 소매금융시장
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이슬람 금융시장 진출이 이루어져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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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으나 우리 업체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슬람 금융은 이
자의 개념을 허용하지 않는 이슬람 교리를 기반으로 발달된 금
융기법으로 투자자금 및 수익(배당)을 회수하는 투자의 개념으
로 서구나 우리의 은행거래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채권을
보유하는 여신업무는 프로젝트 부도 시 우선상환권이 있지만 투
자의 경우 우선상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국내 은행의 리스크 평가능력 및 관리능력과 자산규모 등을 고
려할 때 이슬람 금융 진출은 시기상조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향후 이슬람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성
장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금융기관도 동 분야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GCC 및 UAE의 경우 금융시장 사업환경이 국내와 상
당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현지 진출을 검토함에 있어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침체의
영향으로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경제상황 및 관련업종의 사
업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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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건설업 현지 유관기관 및 업체 리스트
1-1. 해당 산업 유관기관(협회, 조합 등)
Name UAE Contractor's Association
Add P. O. Box 6226, Dubai, UAE
Tel：(971) (4) 297 9559
Fax：(971) (4) 297 7848
http：//www.uaecontractors.com
Activities ：Construction
Name Roads & Transport Authority
Add P.O.Box：118899, Dubai, UAE
Tel：(971) (4) 2844444
Fax：(971) (4) 2065555
http：//www.rta.ae
Activities：Road Construction
Name DEWA(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Add P.O.Box 564, Dubai, UAE
Tel：(971) (4) 324 4444
Fax：(971) (4) 324 8111
http：//www.dewa.gov.ae
Activities：Road Construction

1-2. 해당 산업 관련 업체 리스트
Company Name Aldar
Add P. O. Box 51133 Abu Dhabi UAE
Tel ：971 2 696 4444
Fax：971 2 641 7501
Turnover(unit) N/A
http：//www.aldar.com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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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ame Emaar
Add P. O. Box 9440 Dubai UAE
Tel ：971 4 367 3333
Fax：971 4 367 3000
Turnover(unit) 17(mil)
http：//www.emaar.com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Company Name Nakheel
Add P. O. Box 17777 Dubai UAE
Tel ：971 4 390 3333
Fax：971 4 390 3314
Turnover(unit) N/A
http：//www.nakheel.com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Company Name Dubai Properties
Add P. O. Box 500272 Dubai UAE
Tel ：971 4 390 0095
Fax：971 4 390 4640
Turnover(unit) N/A
http：//www.dubai-properties.ae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Company Name National Petroleum Construction Company
Add P. O. Box 2058, Abu Dhabi, UAE
Tel ：971 2 554 9000
Fax：971 2 554 9111
Turnover(unit) N/A
http：//www.npcc.ae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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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ame Associated constructions and Investments
(ASCON)
Add P.O. Box 5238, Dubai, UAE
Tel：971 4 271 3333
Fax：971 4 271 9761
Turnover(unit) N/A
http：//www.asconuae.com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Company Name Al Ahmadiah Contracting and Trading
Add P.O. Box
Tel：971 4 398-1999
Fax：971 4 398-3327
Turnover(unit) N/A
http：//www.alahmadiah.ae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Company Name Dubai Contracting Company
Add P.O. Box 232, Dubai, UAE
Tel：971 4 333 7100
Fax：971 4 333 0821
Turnover(unit) N/A
http：//www.dcc-group.com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Company Name Al Naboodah contracting Building Division
Add P.O. Box 889, Dubai, UAE
Tel：971 4 294 8999
Fax：971 4 294 8822
Turnover(unit) N/A
http：// N.A.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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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ame Commodore Contracting Company
Add P.O. Box 2023, Abu Dhabi, UAE
Tel：971 2 626 5222
Fax：971 2 626 5666
Turnover(unit) N/A
http：//www.commodore-contracting.com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Company Name Saif Bin Darwish
Add P.O. Box 47, Abu Dhabi, UAE
Tel：971 2 558 4100
Fax：971 2 558 4424
Turnover(unit) N/A
http：//N.A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Company Name Dubai Civil Engineering
Add P.O. Box 21706, Dubai, UAE
Tel：971 4 297 4335
Fax：971 4 297 4336
Turnover(unit) N/A
http：//N/A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Company Name Roads and General Contracting Projects
(RAPCO)
Add P.O. Box 2315, Abu Dhabi, UAE
Tel：971 2 677 2204
Fax：971 2 6764 911
Turnover(unit) N/A
http：//N/A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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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ame Al Hamra Engineering Company
Add P.O. Box 769, Sharjah, UAE
Tel：971 6 533 1755
Fax：971 6 533 0038
Turnover(unit) N/A
http：//N/A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Company Name Al Habtoor Engineering Co
Add P.O. Box 320, Dubai, U.A.E
Tel：971 4 2857551
Fax：971 4 285 7479
Turnover(unit) N/A
http：//www.habtoorengg.co.ae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Company Name Amana Steel Buildings Contracting Co LLC
Add P.O. Box 27444, Dubai, U.A.E
Tel：971 4 337 2288
Fax：971 4 337 9400
Turnover(unit) N/A
http：//www.amanabuildings.com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Company Name Arabian Construction Company
Add P.O. Box 2113, Abu Dhabi, UAE
Tel：971 2 677 1225
Fax：971 2 677 0513
Turnover(unit) N/A
http：//www.accsal.com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Company Name Dubai Contract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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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P.O. Box 232, Dubai, UAE
Tel：971 4 333 7100
Fax：971 4 333 0821
Turnover(unit) N/A
http：//www.dcc-group.com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Company Name Darwish Engineering UAE
Add P.O. Box 873, Ajman, UAE
Tel：971 6 743 5161
Fax：971 6 743 6484
Turnover(unit) N/A
http：//www.darwishengineering.com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Company Name Al Nekhreh Contracting Company
Add P.O. Box 11072, Dubai, UAE
Tel：971 4 3400 004
Fax：971 4 3400 344
Turnover(unit) N/A
http：//N.A.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Company Name Al Shafar Construction
Add P.O. Box 2185, Dubai, UAE
Tel：971 4 396 9999
Fax：971 4 397 8888
Turnover(unit) N/A
http：//www.alshafar.co.ae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Company Name Al Hamad Contract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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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P.O. Box 6275, Sharjah, UAE
Tel：971 6 534 9666
Fax：971 6 534 9966
Turnover(unit) N/A
http：//www.al-hamad.com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Company Name Al Jaber Engineering and Contracting (ALEC)
Add P.O. Box 27639, Dubai, UAE
Tel：971 4 4290599
Fax：971 4 4290216
Turnover(unit) N/A
http：//www.alec.ae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Company Name Al Muhairy Constracting
Add P.O. Box 95, Abu Dhabi, UAE
Tel：971 2 632 5500
Fax：971 2 633 6880
Turnover(unit) N/A
http：//www.kahco.com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Company Name Al Shafar Construction
Add P.O. Box
Tel：971 4 396 9999
Fax：971 4 397 8888
Turnover(unit) N/A
http：//www.alshafar.co.ae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Company Name Arabtec Construction
Add P.O. Box 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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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71 4 340 0700
Fax：971 4 340 4004
Turnover(unit) N/A
http：//www.arabtecuae.com
Activities：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rvices

부록 2. 정보통신업 현지 기관 및 업체 리스트
1-1. 해당 산업 유관기관
General Information Authority
Address P. O. Box – 3870, AbuDhabi,UAE
Tel：+971 2 616 0444
Turnover (Unit) N/A
http：//www.gia.gov.ae

Fax：+971 2 626 6621

Activities：Information Authority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of UAE
Address P. O. Box – 26662, AbuDhabi,UAE
Tel：+971 2 626 9999
Fax：+971 2 611 8229
Turnover (Unit) N/A
http：//www.tra.ae
Activities：Telecom Regulatory Authority

1-2. 해당 산업 관련 업체 리스트
Company Name Aten Communications LLC
Address P. O. Box – 11912, Dubai,UAE
Tel：+971 4 282 2661
Fax：+971 4 282 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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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over (Unit) N/A
http：//www.aten-me.com
Activities：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Name Spectrum Communications
Address P. O. Box – 8983, Sharjah, UAE
Tel：+971 6 557 2592
Fax：+971 6 557 2593
Turnover (Unit) N/A
http：//www.spectrummea.com
Activities：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Name Al Ghandi Electronics
Address P. O. Box – 9098, Dubai,UAE
Tel：+971 4 337 6600
Fax：+971 4 337 7100
Turnover (Unit) N/A
http：//www.alghandielectronics.com
Activities：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Name Ariba Celcom LLC
Address P. O. Box – 71372, Dubai,UAE
Tel：+971 4 396 5937
Fax：+971 4 396 5914
Turnover (Unit) N/A
http：//www.aribacelcom.com
Activities：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Name Gulf wireless FZCO
Address P. O. Box – 54416, Dubai,UAE
Tel：+971 4 299 7004
Fax：+971 4 299 7006
Turnover (Unit)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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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
Activities：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Name Prizm Networks
Address P. O. Box – 8192, Sharjah, UAE
Tel：+971 6 557 0661
Fax：+971 6 557 0662
Turnover (Unit) N/A
http：//www.prizmnetworks.com
Activities：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Name Safa ITC
Address P. O. Box – 5569, Dubai,UAE
Tel：+971 4 332 8508
Fax：+971 4 332 8696
Turnover (Unit) N/A
http：//www.safacb.ae
Activities：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Name Qsat Communication
Address P. O. Box – 25251, Dubai,UAE
Tel：+971 4 331 1066
Fax：+971 4 331 1516
Turnover (Unit) N/A
http：//www.qsat.net
Activities：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Name Future Link Communications LLC
Address P. O. Box – 28857, Dubai,UAE
Tel：+971 4 397 8660
Fax：+971 4 397 8661
Turnover (Unit) N/A
http：//www.futurelinkua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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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Name Softools MiddleEast
Address P. O. Box – 14959, Dubai,UAE
Tel：+971 4 2680 533
Fax：+971 4 268 0535
Turnover (Unit) N/A
http：//www.softools.com
Activities：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Name Al Rostamani Communications LLC
Address P. O. Box – 30420, Dubai,UAE
Tel：+971 4 428 7557
Fax：+971 4 425 0507
Turnover (Unit) N/A
http：// www.arcuae.com
Activities：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Name 3Com International
Address P. O. Box - 500201, Dubai,UAE
Tel：+971 4 390 8990
Fax：+971 4 391 8690
Turnover (Unit) N/A
http：// www.emea.3com.com
Activities：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Name Al Mazroui and Partners
Address P. O. Box - 97, AbuDhabi,UAE
Tel：+971 2 672 9988
Fax：+971 2 672 6766
Turnover (Unit) N/A
http：// www.mazrou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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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Name APTEC Holdings
Address P. O. Box - 33550, Dubai,UAE
Tel：+971 4 369 7111
Fax：+971 4 369 7110
Turnover (Unit) N/A
http：// www.apteconline.com
Activities：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Name Atlas Telecommunications
Address P. O. Box - 30888, AbuDhabi,UAE
Tel：+971 2 699 7500
Fax：+971 2 699 7599
Turnover (Unit) N/A
http：// www.atlasuae.com
Activities：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Name Alcatel
Address P. O. Box – 34382, Dubai,UAE
Tel：+971 4 334 9988
Fax：+971 4 3349989
Turnover (Unit) N/A
http：//www.alcatel-lucent.ae
Activities：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Name Alcon MiddleEast
Address P. O. Box – 20693, Dubai,UAE
Tel：+971 4 887 3659
Fax：+971 4 887 3658
Turnover (Unit) N/A
http：//www.alcon.tw
Activities：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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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ame Converged Communications FZ LLC
Address P. O. Box – 5000227, Dubai,UAE
Tel：+971 4 391 0721
Fax：+971 4 391 8868
Turnover (Unit) N/A
http：//www.ccmea.com
Activities：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Name eCompany
Address P. O. Box – 1150, Dubai,UAE
Tel：+971 4 202 5501
Fax：+971 4 294 8300
Turnover (Unit) N/A
http：//www.ecompany.ae
Activities：Telecom
Company Name Du Broadcasting Services
Address P. O. Box – 502666, Dubai,UAE
Tel：+971 4 391 3915
Fax：+971 4 391 1120
Turnover (Unit) N/A
http：//www.samacom.com
Activities：Te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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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관광업 현지 기관 및 업체 리스트
1-1. 해당 산업 유관기관(협회, 조합 등)
Name Department of Tourism and Commerce Marketing (DTCM)
Add P.O.Box # 594, Dubai-UAE
Tel：(971) (4) 2230000
Fax：(971) (4) 2230022
http：//www.dubaitourism.ae
Activities ：Tourism
Name Abu Dhabi Tourism Authority (ADTA)
Add P.O. Box：94000 - Abu Dhabi
Tel：(971) (2) 4440444
Fax：(971) (2) 4440400
http：// www.abudhabitourism.ae
Activities ：Tourism
1-2. 해당 산업 관련 업체 리스트
Company Name Arabian Adventures
Add PO Box 7631, Dubai-UAE
Tel ：971 4 303 4888
Fax：+971 4 343 9977
Turnover(unit) N/A
http：//www.arabian-adventures.com/
Activities：Tourism and Entertainment
Company Name Global Village
AddP.O. Box 117777, Dubai
Tel：971 4 362 4114
Fax：971 4 362 4022
Turnover(unit) N/A
http：//http：//www.globalvillage.ae
Activities ：Tourism and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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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ame Bawadi
Add P.O. Box：66366, Dubai
Tel：971 4- 3749855
Fax：971 4-3303839
Turnover(unit) N/A
http：//www.bawadi.ae
Activities ：hospitality, shopping and entertainment

부록 4. 금융업 현지 기관 및 업체 리스트
1-1. 해당 산업 유관기관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Address P. O. Box – 3600, AbuDhabi,UAE
Tel：+971 2 626 6500
Fax：+971 2 627 4605
Turnover (Unit) N/A
http：//www.adia.ae
Activities：Investment arm of the Abu Dhabi government.
RAK Investment Authority
Address P. O. Box – 31291, Ras Al Khaimah
Tel：+971 7 244 5125
Fax：+971 7 244 5270
Turnover (Unit) N/A
http：//www.rak-ia.com
Activities：Proposing investment policies, supervising their
implementation, assessing economic feasibility studies
pertaining to investment, and promoting developmental projects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across economic sectors within
Ras Al Khaim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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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rates 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
Address P. O. Box – 33733, Dubai,UAE
Tel：+971 2 627 7888
Fax：+971 2 627 4600
Turnover (Unit) N/A
http：// www.sca.ae
Activities：Regulatory and Administrative Bodies
1-2. 해당 산업 관련 업체 리스트
Company Name Abu Dhabi Commercial Bank
Address P. O. Box – 5550, Dubai,UAE
Tel：971 4 295 8888
Fax：971 4 2959310
Turnover (Unit) N/A
http：//www.adcb.com
Activities：Banking and Finance
Company Name Citibank
Address P. O. Box – 749, Dubai,UAE
Tel：971 4 507 4110
Fax：971 4 352 8654
Turnover (Unit) N/A
http：//www.citibank.com/UAE
Activities：Banking and Finance
Company Name Commercial Bank of Dubai
Address P. O. Box – 2668, Dubai,UAE
Tel：971 4 212 1000
Fax：971 4 212 1111
Turnover (Unit) N/A
http：//www.cbd.ae
Activities：Banking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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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ame Emirates Bank
Address P. O. Box – 2923, Dubai,UAE
Tel：971 4 316 0316
Fax：971 4 226 4302
Turnover (Unit) N/A
http：//ebi.ae
Activities：Banking and Finance
Company Name First Gulf Bank
Address P. O. Box – 52053, Dubai,UAE
Tel：971 4 294 1234
Fax：971 4 294 9595
Turnover (Unit) N/A
http：//www.fgb.ae
Activities：Banking and Finance
Company Name HSBC Bank MiddleEast
Address P. O. Box – 66, Dubai,UAE
Tel：971 4 800 4722 / 971 4 222 7161
Fax：971 4 228 1714
Turnover (Unit) N/A
http：//www.hsbc.ae
Activities：Banking and Finance
Company Name National Bank of AbuDhabi
Address P. O. Box – 2372, Dubai,UAE
Tel：971 4 359 9111
Fax：971 4 351 7388
Turnover (Unit) N/A
http：//www.nbad.com
Activities：Banking and Finance
Company Name National Bank of Dubai
Address P. O. Box – 777, Dubai,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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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71 4 222 2111
Fax：971 4 228 3000
Turnover (Unit) N/A
http：//www.nbd.com
Activities：Banking and Finance
Company Name Standard Chartered Bank
Address P. O. Box – 999, Dubai,UAE
Tel：971 4 352 0455
Fax：971 4 352 7523
Turnover (Unit) N/A
http：//www.standardchartered.ae
Activities：Banking and Finance
Company Name Union National Bank
Address P. O. Box – 6811, Dubai,UAE
Tel：971 4 221 1188
Fax：971 4 223 7440
Turnover (Unit) N/A
http：//www.unb.com
Activities
Company Name Dubai Investment Group
Address P. O. Box - 73311, Dubai,UAE
Tel：971 4 330 0707 Fax：971 4 330 3260
Turnover (Unit) N/A
http：//
Activities：Financial Services / Investment Companies
Company Name Abu Dhabi Islamic Bank
Address P. O. Box – 313, AbuDhabi,UAE
Tel：+971 2 634 3000
Fax：+971 2 621 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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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over (Unit) N/A
http：// www.e-adib.com
Activities：Banking and Finance
Company Name Dubai Islamic Bank
Address P. O. Box – 1080, Dubai,UAE
Tel：+971 4 295 3000
Fax：+971 4 295 4111
Turnover (Unit) N/A
http：//www.alislami.ae
Activities：Banking and Finance
Company Name Emirates Islamic Bank
Address P. O. Box – 6564, Dubai,UAE
Tel：+971 4 316 0330
Fax：+971 4 227 2172
Turnover (Unit) N/A
http：//www.emiratesislamicbank.ae
Activities：Banking and Finance
Company Name Istithmar
Address P. O. Box – 333658, Dubai,UAE
Tel：+971 4 390 2100
Fax：+971 4 390 3818
Turnover (Unit) N/A
http：//www.istithmar.ae
Activities：Government investment arm in the areas of financial
services, real estate, tourism, logistics, manufacturing and
retail.
Company
Company

Name

Emirates

Investment

and

Development

Address P. O. Box – 62220, Dubai,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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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71 4 321 7686
Fax：+971 4 321 1881
Turnover (Unit) N/A
http：//www.emivest.ae
Activities：Investment in manufacturing, construction,
landscaping, real estate, education, transport, telecom and
finance.
Company Name DubaiInternationalFinancialCentreInvestments
Address P. O. Box – 74777, Dubai,UAE
Tel：+971 4 362 2222
Fax：+971 4 362 2333
Turnover (Unit) N/A
http：//www.difc.ae
Activities：Investment arm of the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Islamic investment activities.
Company Name DubaiInternational Capital
Address P. O. Box – 72888, Dubai,UAE
Tel：+971 4 362 1888
Fax：+971 4 362 0888
Turnover (Unit) N/A
http：//www.dubaiic.com
Activities：International investment arm of Dubai Holding that
primarily focuses on private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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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IT 품목 분류표(HS코드 4단위)
코드

8471

8504

축약명

HS코드 원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
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전기변성기 및 부분품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17

유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리스 핸
드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기기 포함) 및 영상전화기

8520

음성기록기 및 녹음기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와 기타의 음성기록기(음
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 불문)

8524

패키지소프트웨어

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
드ㆍ테이프와 기타의 매체

8525

휴대폰 등
무선송신기기

무선전화용ㆍ무선전신용ㆍ라디오방송용 또는 텔
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도는 재
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 불문)와 텔레비전
카메라ㆍ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ㆍ기타 비디오카메
라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

8526

기타무선통신기기

8527

라디오 등
무선수신기기

무선전화ㆍ무선전신 또는 라디오방송 수신용의
기기

8528

TV 등 영상수신기기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 수신기ㆍ음
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
기

인지의 여부 불문)ㆍ영상모니터 및 영상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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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축약명

HS코드 원명

8529

8525~28의 부분품

무선송수신기기ㆍ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ㆍ텔
레비전수상기의 부분품

8531

LCD

8532

축전기 및 부분품

8533

전기저항기 및 부분품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 제외)

8536

전기회로 접속기기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기기(예：개
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어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
켓ㆍ램프홀더ㆍ접속함)

8540

브라운관

8541

트랜지스터

8542

반도체

8544

전선 및 광섬유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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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고정식ㆍ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열전자관ㆍ냉음극관 또는 광전관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
바이스,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절연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 포함)과 기타의 전
기절연체(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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