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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13년 우리나라는 선진국 재정위기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성
장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이어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
하고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 최대 수출을 기록하여 전례 없는 놀라운 성
장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흥국의 기술추격이 빨라지고, 미국․EU 등을 비롯한
거대경제권의 FTA 추진으로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경제가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인 해외시장 진출전략과
대외협력방안이 필요합니다.
국내 최고 싱크탱크인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와 무역․투자 분야
에서 생생한 해외시장정보 생산에 주력해온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는 지난 2006년부터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를 발
간해오고 있습니다.
성장속도가 빠른 신흥시장의 산업을 분석하여 우리 업계의 진출대상
산업 선정과 진출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는 현재까지 총 35개국 41편이 발간되었으며, 국가별로 유망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감안한 실질적인 진출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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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년에는 방글라데시․에콰도르․카타르․탄자니아 4편을 신규
발간하는 한편, 기 발간된 말레이시아․러시아․폴란드 3개국에 대해 그
간의 변화내용을 반영한 개정판도 발간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번 시리즈에서는 자동차․IT․석유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에너지․의료 등 신성장산업도 새로 포함시켜 이
들 떠오르는 산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해외 산업동향에 대한 분석 자료가 흔치 않은 현실에서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가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우리기업에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자료가 나오기까지 정보수집과 집필에 수고하신 KIEP 담당
연구진 및 KOTRA 해외 무역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일형
KOTRA 사장 오영호

머리말 ｜ⅲ

국문요약

카타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
장을 달성한 나라 중 하나이다.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유
한 에너지 부국으로서 LNG(Liquefied Natural Gas) 및 GTL(Gas to
Liquids) 산업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해왔다. 또한 카타르는 석유 및 가스 산업 이외의 지식기반산업
을 육성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 교통인프라 확충 등 인프라 건
설분야의 프로젝트를 늘리고 있다. 특히 월드컵, 영화제, 국제회
의 등 다양한 메가 이벤트 개최로 인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카타르의 LNG 및 GTL 관련 산업에 선박, 배관
설비, 유지보수 등 진출할 여지가 많고,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도
경쟁력이 있는 만큼 카타르의 경제여건이나 산업구조를 다각도
로 살펴보면서 진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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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요 LNG 수입원으로서 국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도 산업협력이 필요한 국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카타르 천연가스 시장 및 관련 산업을 분석하고
건설시장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유망 진출분야를 모
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
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카타르의 천연가스산업은 성숙단계에 있어 새로운 프로
젝트에 대한 진출보다는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 및 부품조달 사
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천연가스와 관련
된 프로젝트의 시공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재 및 부품의 품질 또한 우수해 국내 중소기업 중심의 조달이
가능하다.
LNG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우리나라와 카타르가 공동으로
진출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천연가
스 생산국이며, 그동안 천연자원 수출로 얻은 이익으로 막대한
금액의 국부펀드도 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LNG 선박,
액화 및 기화 시설, LNG 저장소 등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국 LNG 산업에서의 생산능력,
자금, 기술 등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천연가스
와 관련된 각종 프로젝트에 동반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국문요약 ｜ⅴ

카타르 인프라 및 건설 시장은 입찰이나 공기 면에서 진출과
수주가 까다로운 편이지만 그 규모나 성장 가능성에서 전 세계
적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이다. 카타르의 본격적
인 인프라 개발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가 대거 발주되면서 국
내기업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이 강
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특수 분야의 공
사로 앞으로도 기술력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장 내 경
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대기업 위주
의 진출이 주를 이루며 중소기업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
소기업 진출 유망 분야를 발굴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꾸준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카타르와
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기
업에 대한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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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론 및 구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카타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
장을 달성한 나라 중 하나이다.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유
한 에너지 부국으로서 LNG(Liquefied Natural Gas) 및 GTL(Gas to
Liquids) 산업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해왔다. 매장량 규모로 보면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4%를
차지하면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더
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카타르는 석유 및 가스 산업 이외의 지식기반산업을 육
성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 교통인프라 확충 등 인프라 건설분야
의 프로젝트를 늘리고 있다. 특히 월드컵, 영화제, 국제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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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메가 이벤트 개최로 인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카타르의 LNG 및 GTL 관련 산업에 선박, 배관
설비, 유지보수 등 진출할 여지가 많고,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도
경쟁력이 있는 만큼 카타르의 경제여건이나 산업구조를 다각도
로 살펴보면서 진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주요 LNG 수입원으로서 국내 에너지 안보 차원에
서도 산업협력이 필요한 국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카타르 천연가스 시장 및 관련 산업을 분석하
고 건설시장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진출 분야와 전략
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내기업들의 카타르
시장 진출과 정부의 지원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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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론 및 구성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주로 문헌연구와 현지 면접조사를
이용하기로 한다. 먼저 카타르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살펴보면,
카타르 경제 및 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로 GCC 지역의 한 국가로서 부분적으로 서술되거나 정치적
차원의 분석 위주인 경우가 많다. 홍미정 외(2011)는 카타르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특히 경
제적인 측면에서는 천연가스부문, 금융부문, 인프라부문, 노동시
장 등을 간략하게 분석하고 있다. 주동주 외(2012)는 카타르를
포함한 6개 GCC 국가의 산업다각화 전략과 한국⋅GCC 간 분야
별 산업협력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Ibrahim and Harrigan(201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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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의 1970년대 노스 필드(North Field) 가스전 발견에서부터
최근의 산업다각화 전략에 이르기까지 카타르의 경제발전 과정
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카타르의 최근 경제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 QNB(Qatar National
Bank),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등의 연간 또는 분기별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현지 조사는 본 연구의 KIEP 연구진과 현지 코트라 도하무역
관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2013년 5~6월에 현지 기업 및 은행,
현지 진출 국내 기업 및 은행 등을 직접 방문하여 수행하였다.
현지 조사결과는 주로 본 연구의 4장 및 5장에 반영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2장에서는 카타르의 주요 경제
동향 및 산업구조와 함께 주요 산업의 개요와 육성정책을 검토
하였다. 3장과 4장은 각각 천연가스산업과 인프라 건설산업을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부문별 산업동향, 선도기업의 진출현
황 및 전략, 향후 성장잠재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5장
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두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한⋅카타르 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카타르는 2010년대 이후 비석유부문으로의 산업다각화를 위
해 석유화학산업 및 인프라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교육, 금융 등
지식기반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부문에서의 육성정책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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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카타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 이외에도 인
적자원, 사회문화, 환경 측면에서의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차원의 분석은 수
행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후속과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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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경제동향 및 산업정책
1. 주요 경제동향
2. 천연가스산업정책
3. 인프라 건설산업정책

1
주요 경제동향

가. 개요

카타르는 1995년 하마드 전 국왕(Sheikh Hamad bin Khalifa
al-Thani)이 무혈 쿠데타로 즉위한 이후 경제개발이 가속화되었
다. 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에너지 분야가 세계 메이저 에
너지 기업들에 의해 집중개발되었으며, 2002년 이후에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해 고유가시기가 도래
함에 따라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서
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미국 경기침체와 유럽발 경제위기
로 인한 국제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카타르는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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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의 실질 GDP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16.7%,
2011년에는 13.0%을 달성함으로써 두 자릿수 GDP 성장률을 나
타냈다. 2012년 이후에는 한 자릿수 성장률로 증가세가 주춤하
였으나 여전히 세계에서 빠른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표 2-1 참고).
카타르가 이와 같이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한 데에는
그동안 에너지 산업, 특히 가스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진행
되어왔고, 2008~09년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
설 건설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
욱이 석유와 가스 산업의 성장에 기반한 카타르의 경제성장이
석유화학산업, 금융산업, 인프라 건설산업 등 다양한 부문으로
이어졌다. 카타르는 향후에도 자원의존적 경제성장궤도에서 벗
어나기 위해서는 비석유부문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투자를 추진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22년 월드컵 개최는 이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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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카타르의 주요경제지표

2009
명목 GDP(백만 US$)

97,798 125,122

실질 GDP 성장률(%)
인구(백만 명)
1인당 GDP (US$)

2010

2011

2012b

2013c

2014c

171,476 192,402a 200,917 205,534

12.0

16.7

13.0

6.2a

5.2

5.2

1.6

1.6

1.7

1.8a

1.9

2.1

77,782b 91,689b 101,426b

101,987 102,583 101,932

실업률

0.5b

0.5b

0.4b

0.5

0.3

0.4

환율(QR:US$)

3.64

3.64

3.64

3.64a

3.64

3.64

소비자물가

-10.2

0.4

2.1

2.6a

3.7

4.4

재정수지
(GDP 대비 비중)

12.5b

2.5b

7.5b

14.0

9.8

6.9

25,555

54,028

87,373 102,181a

90,238

81,506

48,007

74,965

114,299 132,968a 125,856 121,492

-22,452 -20,937

-26,926 -30,787a -35,619 -39,986

무역수지(백만 US$)
수출
수입
경상수지
부채(백만 US$)
총외환보유액
(백만 US$)

6,389

23,952

51,978

80,484b 109,297b 127,914b
18,806

31,187

16,825

61,585a

46,385

35,623

134,819 146,189 155,995
33,189a

40,084

44,054

주: a는 실질치, b는 추정치, c는 전망치임.
자료: EIU(2013), p. 8.

나. 재정 및 물가

중동지역의 ‘아랍의 봄’ 이후 카타르에서도 정부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카타르 정부가 메트로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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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한 데에도 이유가 있지만 정부가 주변국들의 시
위사태를 의식하고 자국민들의 급여수준을 인상하였기 때문이
기도 하다. 카타르의 재정수입은 유가의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막대한 규모의 재정흑자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카타르는 달러에 대한 고정환율제 유지로 인해 통화정책
에 제약을 받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가스자원 수출로부터의 안
정적인 수입을 기반으로 현재의 고정환율제를 지속하려 하고 있
는데, 고정환율제가 투자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우려
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정환율제로 인해 미국달러와 연동됨
으로써 카타르리얄도 미국의 통화확장정책에 따라 가치가 하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 시작된 세계 경기의 급속한 위
축으로 인해 카타르에서 예정되어 있던 다수의 프로젝트가 연기
및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대규모의 외국인 인구 유출이 발생하
면서 2009년 카타르의 소비자물가는 -10.2%라는 급격한 하락을
기록하였다. 이후 외국인 인구가 다시 유입되고 카타르의 주택
임대료도 인상되면서 물가상승률은 2~3%대로 상승하고 있다.
카타르에서 물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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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있다. 즉 카타르는 식료품, 건설자재 등을 수입하고 있고
노동력 임금상승도 크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카타
르의 소비자물가는 인구증가 및 부동산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
고 있다.

다. 산업구조

카타르 국영은행(Qatar National Bank)의 분석에 따르면,1) 2012
년의 경우 명목 GDP 규모가 1,92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카
타르의 산업구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문은 천연가스 및
석유 생산으로 2012년 기준 58%를 차지하고 있다(표 2-2 참고).
그러나 이 부문은 카타르 전체 노동력의 6%만을 사용하고 있어
부가가치 생산과 일자리 창출 간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 부문은 GDP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과 정부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에너지석유 제조업 부문은
GTL, 석유화학, 비료, 금속, 시멘트 등 제조업과 건설업을 포함
하여 14%를 나타내고 있다.

1) Qatar National Bank(2013),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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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부문별 GDP 대비 비중(2012년)
(단위: %)

에너지 부문

비에너지 부문

천연가스

석유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42

16

0.1

14

29

주: 금융귀속서비스료(1%) 공제.
자료: Qatar National Bank(2013),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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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연가스산업정책

가. 산업 개요

카타르는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왔다.
천연가스는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정도가
월등히 낮은 반면 운송이 용이하고 활용 가능성이 높아 전 세계
적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석유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
해 천연가스를 활용한 화학제품 및 친환경 연료 생산에 대한 수
요도 증가하고 있다. 카타르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천연가스의
세계 최대 매장 및 생산국 중 하나이다. 그리고 카타르는 자국
의 풍부한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을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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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이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국가비전
2011-2016에 제시한 연간 7,700만 톤의 LNG 생산을 조기에 달
성하였다(Saadi 2011. 12. 4). 카타르는 향후 단순한 수출보다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정제 및 화학제품 생산을 통해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산업다각화 등의 목표를 이루고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카타르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소폭 감소세
를 보이고 있다. 1980년 2.8tcm(trillion cubic meter)에 불과했던
카타르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이후 탐사기술의 발달로 2000년대
까지 그 양이 급증하여 25.8tcm에 달했다(그림 2-1 참고). 그러나

그림 2-1 카타르의 천연가스 매장량 추이(1980~2012년)

자료: BP(2013a),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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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최대 확인매장량을 기록한 후 그 추이는 소폭이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카타르의 확인매장량 감소추세는 가스전
개발 중단으로 가스전에 대한 탐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은 반면 천연가스 생산량 및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
문이다.
카타르는 세계 3위의 천연가스 매장국이다. 2012년 기준 카타
르의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25.1tcm이며, 이것은 세계 총매장
량의 13.4%, 순위로는 세계 3위에 해당한다(표 2-3 참고). 카타
르는 이란(33.6tcm), 러시아(32.9tcm)에 이어 풍부한 매장량을 보

표 2-3 세계 주요국의 천연가스 매장량

순위

국가

2012년 매장량(tcm)

전년대비 증감

전 세계 비중

1

이란

33.6

-

18.0

2

러시아

32.9

♦

17.6

3

카타르

25.1

0.1

13.4

4

투르크메니스탄

17.5

-

9.3

5

미국

8.5

-3.8

4.5

6

사우디아라비아

8.2

1.0

4.4

7

아랍에미리트

6.1

-

3.3

8

베네수엘라

5.6

0.6

3.0

9

나이지리아

5.2

-

2.8

10

알제리

4.5

♦

2.4

주: ♦ 표시는 전년대비 변화율이 0.5% 미만을 의미함.
자료: BP(2013a),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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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막대하여 세계 천연가스 시
장에서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카타르는 세계 4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다. 카타르는 1971년
처음으로 북부 해상지역에서 천연가스전을 발견하였다(“Qatar
finds first natural gas deposit in 42years” 2013. 3. 11). 하지만 기
술적 한계와 함께 천연가스보다는 원유에 중점을 둔 에너지 정
책으로 인해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천연가스의
개발 및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1년 7.6bcm(billion
cubic meter)에 불과했던 카타르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높은 성장
률을 보여왔고 2012년에 157bcm을 달성하며 세계 4위의 천연가
스 생산국이 되었다(BP 2013b). 카타르의 천연가스는 대부분 북
부 해상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 가스전은 세계 최대 비수
반(non-associated) 가스전이다.2) 카타르에서 한 해 생산되는 천연
가스 중 일부만이 국내 발전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총생산량의
79.4%인 124.6bcm는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BP 2013b).

2) 비수반 가스전은 “생산 중인 저류층 내의 천연가스와 혼합되지 않는 건성가스(dry gas)
로서 수반가스(associated gas) 또는 용해가스(solution gas)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한국
석유공사․석유개발기술원, 용어사전 http://www.knoc.co.kr/sub06/sub06_5.jsp?word=6
#(검색일: 201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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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육성정책

1) 천연가스 유관 기관
카타르의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정책 수립 및 규제를 담당하
는 최고 기관은 에너지산업부(The Ministry of Energy and Industry)
이다. 에너지산업부는 에너지 관련 산업목표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의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실질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개발, 생산, 수출 등을 담당하는 기관은 카타르석
유공사(QP: Qatar Petroleum)이다. QP는 1974년에 제정된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카타르 정부를 대신하여 직간접적으로 상류,
중류, 하류 부문을 모두 담당하면서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3) 또한 QP는 천연가스 관련 기업의 대
규모 지분 소유를 통해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에 대한 통제
권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QP가 탐사 및 생산(E&P: Exploration
& Production) 부문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QP가 지분을 가지
고 있는 NODCO가 정제 및 분배를, 카타르가스와 라스가스가
LNG 부문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BMI 2013b, p. 31). 또한 QP는
라스가스와 카타르가스의 트레인 회사지분을 각각 70%, 바르잔의
3) Qatar Petroleum. About Us, http://www.qp.com.qa/en/Homepage/AboutUs.aspx
(accessed October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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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를 소유하는 등 천연가스 관련 프로젝트의 지분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4) 그리고 이러한 보유지분을 통해 카타르 내 천
연가스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2) 주요 육성정책
카타르는 석유개발과 함께 1990년대 이후에 천연가스를 본격
적으로 생산하여 국가기반을 다지고 이것을 산업다각화 및 국가
개발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달
성하기 위해 카타르 정부는 석유 생산 중심에서 천연가스 생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카타르는 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에서 기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국제 석유메이저들과
의 협력을 통한 신규 가스전 탐사 및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생산된 천연가스를 쿠웨이트, UAE 등에 PNG(Pipelined
Natural Gas) 형태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출방법
또한 모색하고 있다(BMI 2013b, p. 29).
카타르는 2000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천연가스

4) Cavet and Campos(2013), “Qatar Chapter- Oil & Gas Regulation 2013,”
http://www.iclg.co.uk/practice-areas/oil-and-gas-regulation/oil-and-gas-regulation-2
013/qatar(accessed August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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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투자와는 무관하다.5) 이 외국인투자법은 정부에 의해 추출,
개발, 관리 등 천연자원과 관련한 특별한 양허 및 협정은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6) 또한 카타르
는 자국의 풍부한 외화보유액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기술력 및
투자를 통해 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미국의 수출입은행, 유
럽의 상업은행, 주요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으
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
치해왔다(Rivlin 2013, p. 4).
한편 천연가스부문에서도 상류부문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이 낮고 천연가스 가격에 따른 국가의 수입변동이 크기 때문에
카타르는 하류부문에 대한 개발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카타
르의 풍부한 천연가스 생산은 천연가스 관련 화학제품 및 기타
하류부문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단순한 천연가스 생산 확대보
다는 풍부한 천연가스를 활용한 GTL(Gas to Liquids) 개발을 통해

5) Cavet and Campos(2013), “Qatar Chapter- Oil & Gas Regulation 2013,”
http://www.iclg.co.uk/practice-areas/oil-and-gas-regulation/oil-and-gas-regulation-2
013/qatar(accessed August 14, 2013).
6) Cavet and Campos(2013), “Qatar Chapter- Oil & Gas Regulation 2013,”
http://www.iclg.co.uk/practice-areas/oil-and-gas-regulation/oil-and-gas-regulation-2
013/qatar(accessed August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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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산업의 수익다변화와 폭넓은 가치사슬을 구축하고자
한다.
카타르는 하류부문 중에서도 특히 저렴한 생산원가를 바탕으
로 천연가스를 활용한 석유화학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카타르의 에탄(ethane) 생산비용은 1MMBTtu당 1달러로 미국
에탄 생산비용의 66%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통해 각종 석유화
학제품 생산을 확대하고자 한다(“Qatar’s petrochemical sector set
for rapid expansion” 2013. 8. 30). 현재 카타르는 연간 700만 톤
규모의 화학제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2016년까지 1,800만 톤, 2020년까지는 2,300만 톤으로 확대하고
자 석유화학 및 비료 생산 플랜트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Qatar’s petrochemical sector set for rapid expansion” 2013. 8.
30). 카타르 정부는 풍부한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석유화학산업
을 발전시켜 국부의 증대, 비석유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알카라나(Al Karaana)와 알 세질(Al Sejeel)로
도 알려진 라스라판 석유화학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Qatar’s petrochemical sector set for rapid expansion” 201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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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프라 건설산업정책

가. 산업 개요

카타르는 천연가스 개발로 얻은 막대한 수익을 비석유부문 활
성화를 통한 산업다각화 계획에 투자해왔다. 비석유산업은 크게
제조업, 건설업, 수도․전기․가스 등의 공공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동안 석유 및 가스 부문과 함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
다(그림 2-2 참고). 특히 인프라 및 건설 분야의 본격적인 개발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발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
석유산업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46%에 이르고 있어 노
동시장에서의 중요성이 큰 상태이며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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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의 유입인구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는
2012년 기준 전체 노동인구의 94%가 외국인 노동력으로 이 중
상당수가 건설부문에 고용되어 있다(그림 2-3 참고).7)
2013년 4월 발표된 2013~14년 예산안은 카타르가 계속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3~14
년도 예산지출은 경제성장이 다소 주춤해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난 예산안에 비해 약 18% 정도 증가했으며 증가분
중 40%가 공공프로젝트부문에 할당되었다. 인프라, 주택, 교육

그림 2-2 카타르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주: 2013년은 예측치임.
자료: Qatar National Bank(2013), p. 14.

7) Qatar National Bank(2013),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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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2012년 카타르 노동인구 비중

자료: Qatar National Bank(2013), p. 3.

및 보건 부문 등이 포함된 공공프로젝트분야에서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더불어 교육과 보건 예산이 각각 15%, 13%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비용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공
공프로젝트 예산은 748억 8,400만 카타르리얄(QR: Qatar Riyal,
약 206억 달러)로 20.6% 상승하였다(그림 2-4 참고).8)
또한 카타르 국가비전 2030(Qatar National Vision 2030) 선포
와 2022년 월드컵 개최로 인프라산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프라 및 건설 분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인프라 투자는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의 중기 발전전략인
8) “Qatar Boosts 2013-2014 Budget Expenditure”(201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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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 2011~16(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1~16)에 따라
주로 정부와 공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1년에서
2016년까지 평균 약 40%의 정부예산이 인프라 프로젝트에 쓰일
예정이다. NDS는 약 2,250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 중으로 이 중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830억 달러의 투자분야가 정해진 상
태이다. 인프라와 건설 분야 투자액이 1,160억 달러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프라에 720억 달러, 건설에 440억 달
러가 각각 배정되었다(그림 2-5 참고).9)
그림 2-4 공공프로젝트 예산 변화 추이
(단위: 백만 QR)

주: $1=QR3.64.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2013),
http://www.mof.gov.qa/en/index.php/component/k2/item/116-ﻟﺜ-ﺍﻟﺒﻨﻮﺩ-ﻧﻤﻮ-ﻣﻘﺎﺭﻧﺔ
ﺍﻋﻮﺍﻡ-ﻼﺙ-2010-2011-2011-2012-2012-2013(accessed October 9, 2013);
“Qatar Boosts 2013-2014 Budget Expenditure”(2013. 4. 8).

9) Qatar National Bank(2013),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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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2013~17년 부문별 투자액
(단위: 십억 달러)

자료: Qatar National Bank(2013), p. 7.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 개발을
우선적으로 하고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의 장기적 목표를 수행
해나갈 계획이다. 인프라 프로젝트는 주로 정부 및 카타르철도
공사(QRail), 공공사업청(Ashghal), 카타리디아르(Qatar Diar) 등
정부 관련 기관이 주관하고 있다. 카타르 내 주요 프로젝트로는
철도, 공항, 항만,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루사일 시티(Lusail
City), 에듀케이션 시티(Education City) 등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월드컵 경기장 건설,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이 포함된다. 도하
메트로 등 교통인프라 개발은 카타르 국가비전 2030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주요 프로젝트로 월드컵 준비과정에서 개발이 활

Ⅱ. 주요 경제 동향 및 산업정책 ｜29

발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MEED(2013, pp. 7~25)가 발표한 내용
에 따르면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카타르 통합철도 프로젝트
(Qatar Integrated Rail Project)에 약 35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으며
공항 및 항만에 약 245억 달러, 도하, 루사일, 두칸 고속도로 프
로젝트(Doha, Lusail and Dukhan highway projects)에 약 81억 달
러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또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인 루
사일 시티(Lusail City)를 비롯해 카타르재단이 주관하는 에듀케
이션 시티(Education City)에 각각 450억 달러, 75억 달러가 투자
되며 월드컵 경기장과 도하 남부 하수처리시설에 각각 40억 달
러, 28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표 2-4 참고).
한편 월드컵과 함께 호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카타르는 호텔 객실 9만 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월드컵 개최를 통해 카타르는 관광분야를 육성하고 월
드컵 이후 꾸준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중동 내 새로운 관광 강
국으로 거듭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타르관광청(Qatar Tourism Authority)
은 2013년 3월 관광 인프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
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통해 카타르는 2022년까지 관광객 수
370만 명, 연평균 성장률 15.9%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10)
10) Deloitte(2013a),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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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카타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단위: 십억 달러)

프로젝트

주관

비용

루사일 시티(Lusail City)

LREDC

45

카타르 통합철도 프로젝트(Qatar
Integrated Rail Project)

카타르철도공사(QRail)

35

하마드 국제공항(Hamad International
Airport)

하마드국제공항

도로 및 하수처리 프로그램(LRDP: Local
공공사업청(Ashghal)
Roads and Drainage Programme)
도하, 루사일, 두칸 고속도로
프로젝트(Doha, Lusail and Dukhan

17.5
14.6

공공사업청(Ashghal)

8.1

카타르재단
(Qatar Foundation)

7.5

highway projects)
에듀케이션 시티(Education City)

신도하 항만(New Doha Port)

신도하 항만조정위원회
(New Port Project Steering

7.4

Committee)
월드컵 경기장(World Cup Stadiums)

카타르 2022 월드컵 조직위
(Qatar 2022 Supreme
Committee)

도하 남부 하수처리시스템(IDRIS: Inner
Doha Resewerage Implementation
Strategy)

공공사업청(Ashghal)

4

2.8

자료: MEED(2013), pp.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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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육성정책

1) 카타르 국가비전 2030(Qatar National Vision 2030)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은 카타르의 장기 목표를 규정하고 국가
전략과 계획이 발전해나갈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카타
르 국가비전 2030은 카타르가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높은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선진국가로
변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예산 지출도 카타르 국
가비전 2030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일련의 중기 발전전략 계획에 의해 수행될 예정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첫 번째 국가발전전략(NDS 2011~16)이

표 2-5 NDS 2011~16년 주요 내역

2011~16년 평균
실질 GDP 성장률(%)

6.9

명목 GDP 성장률(%)

9.4

수출액(십억 달러)

96.6

수입액(십억 달러)

51.0

총대외부채(GDP 대비 %)

78.0

유가(달러/배럴)

86.0

가스가격(달러/백만BTU)
자료: Qatar National Bank(2013),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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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진행된다. NDS 2011~16은 평균 실질 GDP 성장률 6.9%, 수출액
과 수입액을 각각 966억 달러, 51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가
스가격은 백만BTU당 9.6달러로 예상하고 있다(표 2-5 참고).11)
카타르 개발계획사무국(General Secretariat for Development
Planning)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은 인적
자원⋅사회⋅경제⋅환경 개발 등 기본적으로 4개 개발계획에
기초하고 있다. 인적자원 개발은 석유 및 가스 자원 고갈 이후
미래 경제성장이 인적자원에 더욱 의존할 것에 대비해 고등교육
과 보건 체계를 갖추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자
국민의 효율적 노동 참여를 장려하고 양질의 외국인 노동인구
유치에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사회 개발은 사회 각
층의 요구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민 육성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사회적 보호와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권리 신장 등의 사안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경제 개발에서는 자원의 적절한 사용
과 이를 통한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카타르는 풍부한
가스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 중으로 가스
에서 창출된 막대한 수익을 인프라 구축, 공공서비스 향상, 고급
노동인력 양성, 기업가정신 및 혁신역량 개발 등의 분야에 투자
11) Qatar National Bank(2013),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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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경제다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산업 및 서비스활동에서
지역허브국가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경제 개발과 더불어 주
목받는 분야는 환경분야로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의 환경 개발
은 주어진 환경을 보호하고 책임감 있는 자원 개발을 추구한다
는 뜻을 밝히고 있다. 또한 경제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균형
을 이룬 국가발전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카타르 영구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국내정책과 함께 세계 환경문제 대응 흐름에 따
라 광범위한 환경친화적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2)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은 2008년도에 발표되어 계획이 실행
중이나 2030년까지의 장기적 국가발전을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
인 개발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카
타르의 2022년 월드컵 개최로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시급해졌
으며 월드컵 개최 이전에 건설을 완공해야 하는 등 시한이 정해
지면서 2022년 이전까지 개발 계획의 상당 부분이 진행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12) General Secretariat for Development Planning(2008), pp.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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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타르철도개발계획(QRDP: Qatar Rail Development
Program)
2022년 월드컵 개최로 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카
타르 정부는 4개 철도계획을 포함하는 카타르철도개발계획(QRDP:
Qatar Rail Development Program)을 실시 중이다. QRDP는 카타
르 국가비전 2030 수행에서도 주요 부문으로 효율적인 대중교
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이동의 편의성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QRDP는 크게 도하 메트로(Doha Metro), 장거리 승객 및 화물
운송용 철도(Long Distance Passenger and Freight Rail), 경전철
(Light Rail Transit) 등의 4개 계획으로 분류된다(그림 2-6 참고).
카타르 철도 프로젝트는 카타르철도공사(QRail: Qatar Railways
Company)가 주관하고 있으며 건설, 디자인, 관리 및 유지 등 관
련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QRail은 카타르 철도를 GCC 범
위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으로 이번 철도개발계획을 통해
장거리 승객 및 화물 운송용 철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으
로 연결될 예정이다. 이는 이전부터 논의되어온 GCC 철도 프로
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GCC 내에서는 총 2,177㎞
에 이르는 GCC 회원국 6개국간 연결 철도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왔다. 각국별로 카타르 283㎞를 비롯해 쿠웨이트 145㎞, 사우디

Ⅱ. 주요 경제 동향 및 산업정책 ｜35

아라비아 663㎞, 바레인 36㎞, UAE 684㎞, 오만 306㎞의 구간노
선이 논의된 바 있다(그림 2-7 참고).13)
그림 2-6 카타르철도계획 노선

자료: MEED(2013), p. 8.

그림 2-7 GCC 철도계획 노선

자료: Peter, Feuilherade(2013. 5. 6).

13) 이관석(2010), 코트라 해외시장 정보,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
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
2&MENU_STEP=3&ARTICLE_ID=2118129(검색일: 201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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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천연가스산업
1. 부문별 산업동향
2. 선도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3. 향후 성장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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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문별 산업동향

가. 탐사 및 개발

카타르는 1971년 최초 가스전 탐사 성공 이후 장기간 탐사 성
공사례가 없다가 2013년 신규 가스전 탐사에 성공하였다. 카타
르의 천연가스 탐사 성공은 1971년 북부 가스전 발견이 최초이
다. 이후 별다른 탐사 성공사례가 없었으나 2013년 3월에 카타
르 북부 해상에 위치한 4구역에 추가적인 천연가스 매장을 확인
하면서 42년 만에 탐사에 성공하였다. 이 광구는 독일의 윈터셀
(Winter Sall), QP 그리고 일본의 미츠이가스개발이 약 4년간 2개
광구에 대한 탐사작업 끝에 발견한 것이다(“Qatar discovers h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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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field” 2013. 3. 10). 그리고 이 북부 4구역 광구는 약 70bcm의
가채굴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MI 2013b, p. 12).
한편 카타르의 천연가스 개발은 1971년에 시작되었으나 본격
적인 개발은 199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표
적인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북부지역의 해상가스 개발 프로젝트
와 바르잔 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 이 북부 가스전은 단일
가스전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북부 가스전 가
스 개발 프로젝트는 카타르가스(QatarGas)와 라스가스(RasGas) 2
개 회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해왔다. 카타르가스, 라스가스 모두
QP가 대주주이며 QP와 함께 국제 석유기업들이 공동으로 지분
을 가지고 가스 개발에 참여하였다. 이 중 카타르가스1은 1996
년 최초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카타르가스2(2009년), 카타르가스
3(2010년), 카타르가스4(2011년)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졌다(BMI
2013b, p. 37). 또한 라스가스도 1999년 라스가스1의 생산을 시
작으로, 라스가스2, 라스가스3 등에 국제 석유기업들과 공동으
로 가스전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다(그림 3-1 참고).
그리고 바르잔 지역에 추가적인 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프로젝
트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바르잔 가스전은 QP
가 전체 지분의 93%, 엑손모빌이 7%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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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카타르의 주요 가스전

자료: Embassy of the State of Qatar in Brussels, Economy, Oil & Gas Sector,
http://www.qatarembassy.be/QatarEmbassy/English/Oil_GasSector.html
(accessed November 11, 2013).

2014년에 트레인1, 2015년에 트레인2가 완공될 전망이다(표 3-1
참고). 이 프로젝트는 약 86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완
공될 경우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는 해외수출보다는 자국
내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 및 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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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카타르의 주요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바르잔
(Barzan)

개발 기업
Qatar Petroleum(93%),
ExxonMobil(7%)

완공 시기
2014: train1
2015: train2

북부지역
Qatar Petroleum, ExxonMobil 2010
(North field)

상태

가스전 종류

개발 중 해상 가스전
생산 중 해상 가스전

자료: BMI(2013b), p. 34.

화에 사용될 것이다(BMI 2013b, p. 18). 현재 바르잔 가스전을
제외하고 주요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는 완공 이후 대부분 생
산 중에 있다. 카타르 정부가 계획한 가스전 개발은 2011년부로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는 앞으
로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카타르는 2005년 3월부터 최대 천연가스 매장 및 생산 지
역인 북부 가스전(North Field)에 대한 개발유예조치(Moratorium)
를 선언한 뒤 이것을 이어가고 있다(EIA 2013, p. 7). 북부 가스
전 유예조치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신규 개발을 중
단하는 것으로 2014년까지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카타르 국가
개발전략 2011-2016｣에 따르면 2015년까지도 유예조치가 해제되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General Secretariat for Development Planning
2011, p. 70). 카타르 정부는 북부 가스전의 최적화에 대한 연구
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혔다(EIA 2013,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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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의 천연가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BP, 엑손
모빌 등 국제 석유기업들로 카타르와 전통적으로 개발부문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단기간에 개발부문에
신규 투자수요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생산 및 소비

카타르의 천연가스 생산부문은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03년 31.4bcm이었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2년 157.0bcm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BP 2013a, p. 22). 2012년도 기준 카타르의
천연가스 생산은 미국, 러시아, 이란에 이어 세계 4위로,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의 4.7%를 차지하고 있다(표 3-2 참고). 한편 카
타르는 세계 매장량의 13.4%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생
산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 탐사 및 개발 능력
도 향상되어 향후에 추가 생산여력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카타르 정부는 2010년 총 14기의 LNG 트레인을 완성하여 연
7,700만 톤의 LNG 생산요건이 충족되면서 정책적으로 천연가스
생산량을 큰 폭으로 늘리려 하지 않고 있다(BMI 2013b,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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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세계 주요국의 천연가스 생산량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국가
미국
러시아
이란
카타르
캐나다
노르웨이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인도네시아

2012년 생산량(bcm)
681.4
592.3
160.5
157.0
156.5
114.9
107.2
102.8
81.5
71.1

전년 대비 증감
4.7
-2.7
5.4
7.8
-2.3
12.6
4.1
11.1
-1.7
-6.6

전 세계 비중
20.4
17.6
4.8
4.7
4.6
3.4
3.2
3.0
2.4
2.1

자료: BP(2013a), p. 22.

카타르는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에 비해 낮은 소비량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향후 각종 개발사업으로 소비량 증가가 생산량 증가
를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카타르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생
산량보다 그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2003년 카타르의 연간 천
연가스 소비는 12.2bcm이었으며, 이것은 카타르의 천연가스 개
발이 본격화된 1990년대 중반보다도 낮은 수치였다(BP 2013b).
그리고 2012년 천연가스 소비는 26.2bcm으로 2003년보다 2배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BP 2013a, p. 23).
하지만 최근 들어 카타르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력 및 담수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한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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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어 앞으로 카타르의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천
연가스를 통한 전력 및 담수화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
에 국내 소비 중 산업부문에 대한 소비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정제 및 석유화학

카타르는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
이면서 자국의 기술력을 향상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BMI 2013b, p, 29). 이것은 화
석연료의 가격변동에 따라 국가 재정수입 및 경기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 천연자원 고갈을 대비
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카타르 정부는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순한 천연가스 생산물의 수출 비중
을 줄이고 천연가스를 정제 및 가공하여 고부가가치를 지닌 화
학제품을 생산하고자 한다. 그리고 QP는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 사솔(Sasol) 등과 손잡고 GTL(Gas to Liquids)에 대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GTL은 천연가스를 활용하여 액
체상태의 합성원유를 만드는 것이다(백영순 2013. 6. 21). GT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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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를 액화한다는 점에서 LNG와 유사하지만, LNG는 천연
가스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반면 GTL은 속성을 변화시켜 상온에
서도 액체연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GTL
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진입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다(이봉진 2013. 4. 11). 그리고
그동안 천연가스에 비해 낮게 유지되어온 석유가격으로 GTL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유가가 급등하면서
풍부한 천연가스를 보유한 카타르는 자국의 천연가스가 가지는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를 개발해왔다. QP는 부족한 기술력
을 보완하기 위해 GTL 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사솔(Sasol)
과 손잡고 2003년 오릭스 GTL(Oryx GTL)을 설립하였다(이용호
2013. 4. 11). 그리고 라스라판(Ras Laffan) 지역에 2007년부터 하
루 3만 4,000배럴의 생산용량을 보유한 GTL 프로젝트를 완성하
였다(표 3-3 참고). 오릭스 GTL은 성공적으로 생산을 이어오고
있는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2014년에 하루 6만 6,000배럴의 합성
원유 및 나프타 등을 추가로 생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
이다. 이후 QP는 로열더치셸과 합작투자를 통해 Pearl GTL을 설
립하고 2012년에 일일 12만 배럴의 생산용량을 가진 프로젝트
를 완공하였다. 현재까지 Pearl GTL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GTL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BMI 2013b,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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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카타르의 GTL 프로젝트

시설 명

생산용량(b/d)

개발자

완성

Oryx

34,000

Qatar Petroleum, Sasol

2006

Pearl

120,000

Royal Dutch Shell

2011

Oryx 확장

66,000

Qatar Petroleum, Sasol

2014

자료: BMI(2013b), p. 36; “Qatar Nears Full GTL Output, Eyes Competitors’ Project”
(2013. 8. 16) 참고로 저자 작성.

특히 QP와 로열더치셸은 카타르에서 생산된 GTL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세계 최초로 이를 항공유로 개발하였다. 2013년 1월에
는 국적기인 카타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유 일부를 GTL을 활용
한 가스액화석유와 일반 등유를 혼합하여 상용화하였으며 앞으
로 GTL 항공유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용호
2013. 4. 11).
카타르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현 수준의 2배 이상 확대하겠
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화학시설을 확충
하고 있다. 카타르의 석유부 장관인 무함마드 알 사다(Mohammed
al Sada)는 2012년 기준 연간 약 900만 톤의 석유화학제품 생산
능력을 2020년까지 2,300만 톤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
였다(“Qatar’s petrochemical sector set for rapid expansion” 2013. 8.
30). 이를 위해 2018년까지 알 카라나(Al Karaana) 석유화학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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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라판 석유화학단지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알카라
나 석유화학단지는 알파 올레핀, 모노 에틸렌글리콜, 에틸렌, 프
로필렌, 요오드 알코올 등 연간 332만 톤의 석유화학제품을 생
산할 수 있다(표 3-4 참고). 본 프로젝트는 QP와 로열더치셸이
각각 80%, 20%의 지분을 투자하였으며 총 65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QP와 엑손모빌이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
할 것에 대한 계획을 2004년에 밝혔으나 사업관리업체 선정 이
후 2008년에 중단되었다(Zawya 2013b). 이후 2010년에 QP가 로
열더치셸과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현재는 기
본설계(FEED: Front End Engineering Design) 중에 있다(Zawya
2013b). 이 프로젝트는 2014년 EPC 입찰을 시작으로 2018년 일
사분기 중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Zawya 2013b).
알 시질(Al Sejeel) 프로젝트로도 알려진 라스라판 석유화학단
지 조성을 통해 카타르는 부타다이엔, 폴리프로필렌, 에틸렌 등
의 석유화학제품을 연간 352만 톤 가량 생산할 수 있는 추가 시
설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표 3-4 참고). 라스라판 석유화학단지
는 QP와 카타르 석유화학공사(Qatar Petrochemical limited)가 각
각 80%, 20%의 지분을 출자하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총 사
업비는 70억 달러에 이른다(Zawya 2013c). 본 프로젝트는 201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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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현재는 벡텔(Bechtel)을 사업관리업체(Project
Management Company)로 선정한 상태이다(Zawya 2013c). 또한 이
프로젝트는 2014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에 완공 예정이다
(Zawya 2013c).

표 3-4 카타르의 주요 석유화학 프로젝트

시설 명

생산용량(t/y)

개발자

완공

알파 올레핀: 30만
모노 에틸렌글리콜: 150만
알 카라나
석유화학 단지

에틸렌: 110만

Qatar Petroleum(80%)
Royal Dutch Shell(20%)

2018

Qatar Petroleum(80%)
Qatar Petrochemical
Company Limited(20%)

2018

프로필렌: 17만
요오드 알코올: 25만
부타 다이엔: 8.3만
라스라판
석유화학
단지

폴리프로필렌: 76만
에틸렌: 140만
LLDPE1): 43만
HDPE2): 85만

주: 1) LLDPE(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2)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고밀도 폴리에틸렌)
자료: BMI(2013b), p. 36; “Qatar Nears Full GTL Output, Eyes Competitors’
Project”(2013. 8. 16) 참고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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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출 및 운송

카타르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
면 소비량의 변화는 2012년까지 크지 않아 이에 따른 수출물량
의 증가 폭이 컸다. 카타르는 2003년 31.4bcm의 천연가스를 생
산하여 이 중 12.2bcm을 소비하고 19.2bcm을 수출하여 총천연
가스 생산량의 61.1%를 수출하였다(그림 3-2 참고). 반면 2012년
에는 총 157.0bcm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이 중 26.2bcm만을 소

그림 3-2 카타르의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
(단위: bcm)

자료:BP(2013a), pp. 22~23 참고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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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고 130.9bcm을 수출하여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중이 83.3%
에 달했다(BP 2013a, pp. 22~23).
2012년 기준 세계 천연가스 수출량 중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
출(PNG: Pipelined Natural Gas)은 705.5bcm이었으며 액화천연가
스(LNG: Liquefied Natural Gas) 형태의 수출은 327.9bcm으로,
LNG의 수출 비중이 31.7%에 불과하다(BP 2013a, p. 28). 반면
카타르는 2012년 기준 총 150.8bcm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이
중 LNG 수출 105.4bcm, PNG 수출 19.2bcm으로 LNG 수출 비
중이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다(그림 3-3 참고). 이와 같이 카타
르의 LNG 수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인접국가인 이란, 사우디
그림 3-3 카타르의 LNG

표 3-5 인근 중동국가의

소비 및 수출

가스 생산량
(단위: bcm, %)

국가

생산량(bcm) 전 세계 비율

이란

160.5

4.8

사우디아라비아

102.8

3.0

이집트

60.9

1.8

UAE

51.7

1.5

오만

29.0

0.9

쿠웨이트

14.5

0.4

바레인

14.2

0.4

예멘

7.6

0.2

자료: BP(2013a), p. 28 참고로 저자 작성. 자료: BP(2013a), p. 22 참고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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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UAE 등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풍부하
기 때문이다. 특히 이란이 160.5bcm, 사우디아라비아는 102.8bcm
으로 생산량이 많다고 할 수 있다(표 3-5 참고). 이러한 인접국의
특성으로 인해 카타르는 중동국가보다는 아시아 및 유럽과 같은
거리가 먼 지역으로의 수출물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PNG보다
장거리 운송에 적합한 LNG 수출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다.

1) 파이프라인
카타르의 천연가스 수출은 2012년 기준 124.6bcm이며 이 중
PNG 형태의 수출은 전체 천연가스 수출의 15.4%(19.2bcm)를 차
지하고 있다(BP 2013b). PNG는 카타르와 인접한 UAE와 오만으
로 연결된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각각 17.3bcm과 2.0bcm이
2012년에 수출되었다(그림 3-4 참고).
카타르의 PNG 수출은 ‘돌핀 프로젝트(Dolphin Project)’라는 사
업에 의해 건설된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2008년부터 이루어
지고 있다(Zawya 2013a). UAE는 급증하는 인구 및 생활수준 향
상으로 인해 담수화, 전력 생산을 위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해왔
다. 반면 UAE의 천연가스 생산은 2000년 이후 수요를 따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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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카타르의 PNG 수출

자료: BP(2013a), pp. 22~23 참고로 저자 작성.

못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천연가스 소비가 생산을 역전하게
되었다(그림 3-5 참고). 그리고 2012년에 UAE의 천연가스 생산
은 51.7bcm인 반면 소비는 62.9bcm으로 소비 대비 생산 비율이
8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BP 2013a, pp. 22~23). 향후
UAE의 천연가스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돌핀 프로젝트는 2000년부터 진행
되었다.
돌핀 프로젝트는 아부다비가 프로젝트 진행에 관심을 보이면
서 시작되었다. UAE는 카타르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자 돌
핀에너지(Dolphin Energy)를 설립하고 양 국가간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카타르로부터 PNG를 수입하고자 하였다. 돌핀에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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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UAE의 천연가스 소비 및 생산 추이
(단위: bcm)

자료: BP(2013a), pp. 22~23 참고로 저자 작성.

UAE의 무바달라개발회사(Mubadala Development Company)가
51%, 토탈이 24.5%, 옥시덴탈(Occidental Petroleum)이 24.5%의
지분을 출자한 합작투자회사이다(BMI 2013b, p. 39). 2001년 돌
핀에너지(Dolphin Energy)가 QP 측과 하루 56mcm(million cubic
meter)의 천연가스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2월에 QP와
돌핀에너지가 카타르 북부 가스전 개발계획에 최종 서명하면서
본격화되었다(이규환 2003, pp. 1~2).
돌핀 프로젝트는 돌핀에너지사가 개발기업이며 2004년 공사
를 시작해 2006년에 시운전을 거친 뒤 2008년부터 상업운행에
들어갔다(Zawya 2013a). 총 프로젝트에는 약 80억 달러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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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카타르의 주요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돌핀
(Dolphin)

개발기업

완공시기

Mubadala Development Company
(51%), Total (24.5%), Occidental
Petroleum (24.5%)

2007년

상태

가스전 종류

생산 중 해상 가스전

자료: BMI(2013b), p. 34.

되었으며 이 중 카타르 북부 가스전으로부터 오만까지를 연결하
는 파이프라인에 총 75억 달러가 투자되었다(표 3-7 참고). 그리고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하기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표 3-7 돌핀 프로젝트 주요 내용

프로젝트 명

세부
내용

용량

국가

투자금액 진행
(백만 달러) 상황

완공일

동부지역 가스분배
시스템 확장공사

운송

-

UAE

Qatar, UAE 간
파이프라인

운송

56.6mcm/d

카타르

라스라판 중앙처리
시설 확장공사

가공 및
28.3mcm/d
분류

카타르

250

UAE

418 완료 ’10년 11월

타윌라, 푸자이라
간 파이프라인
카타르, 오만 간 파
이프라인

운송
운송

지름 48인치, 길이
240km 가스관
지름 48인치, 길이
365km 가스관

카타르

120 완료 ’08년 11월
3,500 완료 ’08년 2월
공사
’15년 1월
중

3,500 완료 ’08년 10월

주: mcm=million cubic metres.
자료: Zawya(2013a), Dolphin Energy-Qatar-UAE Pipeline,
http://www.zawya.com/search/?q=dolphin+energy&f=document_category%5B
%22new_projects_crawl%22%5D%5B%22Projects%22%5D(accessed
September 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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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설, 운송된 천연가스를 지역별로 분류하는 분배시설 등에
나머지 자금이 투자되었다. 이 파이프라인의 총 길이는 365km
이며 지름이 48인치의 파이프가 사용되었다(Zawya 2013a).
이 프로젝트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카타르 북부
가스전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에 있
는 2개의 천연가스 처리시설로 보내어 파이프로 운송할 수 있는
상태로 천연가스를 가공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365km 규모의
해저 가스관을 통해 가공된 천연가스를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타
윌라(Taweelah)로 보내는 것이다(Zawya 2013a). 마지막으로 3

그림 3-6 카타르와 UAE의 돌핀 프로젝트

자료: Dolphin Energy, Qatar Operations,
http://www.dolphinenergy.com/en/13/operations/qatar-operations(accessed
201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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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타윌라에서 분배과정을 거쳐 아부다비, 두바이 및 북부 아
랍에미리트 지역, 더 나아가 오만까지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
를 보내는 것이다(그림 3-6 참고).

2) LNG
카타르는 1997년부터 LNG 수출을 시작하여 그 기간이 오래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막대한 매장량과 정부의 과감한 개발정
책 그리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2012년
에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되었다(EIA 2013, p. 9). BP의 자
료에 의하면, 2012년 카타르는 105.4bcm의 천연가스를 수출하였
으며 이것은 세계 LNG 수출량(327.9bcm)의 32.1%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그림 3-7 참고). 반면 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
등과 같은 천연가스 생산량이 비교적 많은 국가는 대부분 파이
프라인을 통한 수출량이 천연가스 전체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카타르의 LNG 수출은 카타르가스와 라스라판 LNG(RasGas) 2
개의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라스가스, 카타르가스는
2012년도 기준으로 총 7개의 터미널에 14개의 트레인을 운용하
여 107bcm의 생산용량을 확보하고 있다(표 3-8 참고). 이 중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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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주요 국가의 LNG 수출 현황
(단위: bcm)

자료: BP(2013a), p. 28 참고로 저자 작성.

스가스는 QP, 엑손모빌, 한국가스공사, LNG Japan이 주주로 있
으며, 카타르가스는 QP, 토탈, 엑손모빌, 미추이(Mitsui), 마루베
니(Marubeni), 코노코필립스(ConocoPhilips), 로열더치셸 등이 지분
을 소유하고 있다.
LNG 수출은 라스가스가 선도적으로 실시해왔다. 라스가스는
1999년에 9.2bcm 용량의 라스가스1 터미널을 완공하고 2개의
트레인을 운영하여 추부(Chubu) 전력에 최초로 LNG를 수출하였
다(표 3-8. 참고). 이후 라스가스2, 라스가스3 터미널을 각각
2004년과 2010년에 완공하였으며 라스가스2 터미널은 3개의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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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 라스가스3은 2개의 트레인을 운영하고 있다. 카타르가스
는 2005년 13.8bcm의 생산용량을 가진 카타르가스1 터미널을
완공하여 3개의 트레인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에 완성된 카타
르가스2 터미널은 21.5bcm의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트레인 2개
를 운영하고 있다. 카타르가스3 터미널과 카타르가스4 터미널은
각각 2010년, 2011년에 완공되었으며 운송용량은 10.8bcm, 트레
인은 1개로 동일하다.
카타르의 LNG는 주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카타르 최대 LNG 수출국은 일본이었다(표 3-9

표 3-8 카타르의 주요 LNG 터미널

터미널 명

트레인

용량(bcm)

완공

소유구조

라스가스1
(RasGas)

2

9.2

QP(63%), Exxon(25%),
1999
Kogas(5%), LNG Japan(3%)

라스가스2

3

19.5

2004 QP (70%), Exxon(30%)

라스가스3

2

21.5

2010 QP (70%), Exxon(30%)

카타르가스1
(Qatargas1)

3

13.8

QP(65%), Exxon(10%),
1996 Total(10%), Mitsui(7.5%),

카타르가스2

2

21.5

2009 QP(70%), Exxon(30%).

카타르가스3

1

10.8

2010

카타르가스4

1

10.8

2011 QP(70%), Shell(30%)

총용량

14

107.1

Marubeni (7.5%)

-

QP(68.5%), Conoco(30%),
Mitsui(1.5%)
-

자료: BMI(2013b),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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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카타르는 2012년 일본에 21.3bcm의 LNG를 수출하였으며
이것은 카타르 LNG 수출의 20.2%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인
도에 대한 수출이 16.1bcm이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량은
14.2bcm으로 인도의 뒤를 이었다. 한편 유럽국가 중에는 영국이
카타르로부터 13.3bcm의 LNG를 수입해 유럽국가 중 카타르의
LNG 수입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이탈
리아, 벨기에, 스페인 등이 카타르로부터 LNG를 수입하고 있다.

표 3-9 국가별 카타르 LNG 수입량 및 수입의존도

순위

국가

수입량(bcm)

카타르 LNG 수입의존도(%)

1

일본

21.3

17.9

2

인도

16.1

78.7

3

한국

14.2

28.5

4

영국

13.3

97.3

5

대만

7.9

46.5

6

중국

6.8

34.0

7

이탈리아

5.8

81.1

8

벨기에

4.5

100.0

9

스페인

4.3

20.1

11.3

-

105.4

-

10

기타
카타르 LNG 총수출량

주: 카타르 LNG 수입의존도는 해당 국가의 총 LNG 수입량 대비 카타르로부터 수입한
LNG 비율임.
자료: BP(2013a), p. 22 참고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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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타르로부터 LNG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총 천연가스 수
입 대비 카타르 LNG 수입의존도를 살펴보면 벨기에가 100%,
영국이 97.3%, 이탈리아가 81.1%로 나타나 유럽 국가들의 카타
르 LNG 의존도가 예상외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8
참고).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인도가 전체 LNG의 78.7%인
16.1bcm를 수입해 카타르 LNG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
다. 반면 아시아에서 카타르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일본은
총 수입량의 17.9%만을 카타르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카타르
LNG 의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그림 3-8 주요국의 카타르 LNG 의존도
(단위: bcm, %)

자료: BP(2013a), p. 22 참고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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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을 보면 카타르의 주요 LNG 수입의 총 LNG 수입
량 대비 카타르의 LNG 수입량 및 비중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
반적으로 연간 LNG 수입량이 적은 국가일수록 카타르의 LNG
수입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카타르의 LNG 수출은 대부분 장기구매계약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의 국제거래가격은 크게 천연가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spot pricing) 것과 원유 및
기타 석유제품의 가격에 연동되는(oil index pricing) 형태로 나뉜
다.14) 천연가스의 시장수급에 의한 가격결정은 주로 북미 및 영
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대
륙은 원유가격에 연동되어 천연가스 가격결정이 이루어진다(황
광수 외 2012, p. 339). 그리고 이러한 원유가격 연동가격제는 카
타르와 같이 천연가스 수출 시 10~20년 단위로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된다. 장기구매계약은 주로 LNG 생산자와 공급
자 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매자의 협상력이 가격
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황광수 외 2012, p. 340). 이 때문에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국,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북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카타르로부터 상대
14) 천연가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의 대표적인 경우는 미국의 Henry Hub
현물가격과 영국의 NBP(National Balancing Point)가 있다(황광수 외 2012, p.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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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비싼 값에 LNG를 수입해야 하는 이른바 ‘아시아 프리미
엄’을 가지고 있다(박진형 2013. 6. 17).
카타르의 LNG 장기구매계약은 주로 5~25년 사이로 터미널
별로 상이한 수요자를 가지고 있다. [표 3-10]은 카타르의 주요
LNG 장기구매계약 현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매자는 카타르가
스와 라스가스 2개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카타르가
스는 Chubu Electric 등의 일본기업, Gas Natural Aprovisionamentos,
엑손모빌, Gas Natural sdg, 토탈, ConocoPhillips 등의 구매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라스가스는 한국가스공사(KOGAS), ENI,
Petronet LNG, Edison, EDF Trading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리고 구매물량은 연간 60만 톤에서 최대 780만 톤으로 다양하며
계약은 주로 D.E.S.로 이루어지나 F.O.B.로 이루어진 계약도 더
러 있다. 이 중 한국가스공사는 라스가스 터미널I에서 492만 톤
의 LNG를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수입하였다. 그리고 라스가
스 터미널III의 트레인1에서 각각 210만 톤, 200만 톤을 2007~
26년(20년), 2012~32(20년)간 구매하는 것에 대한 계약도 체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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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카타르의 주요 LNG 장기구매계약 현황

판매자
QatargasI

구매자

백만 톤
(연간)

Chubu Electric

기간

계약
방법

비고

4

1997/2021 F.O.B.

2

1998/2021 D.E.S.

Gas Natural
Aprovisionamentos

0.66

2001/2009 F.O.B.

2012년
중순까지 연장

Gas Natural
Aprovisionamentos

0.66

2002/2007 D.E.S.

2012년
중순까지 연장

Gas Natural sdg

0.75

2005/2024 D.E.S.

Gas Natural sdg

0.75

2006/2025 F.O.B.

1

2012/2021 D.E.S.

7.8

2009/2034 D.E.S.

2

2009/2034 D.E.S.

Total

1.85

2009/2034 D.E.S.

Total

1.5

2009/2034 D.E.S.

Total

1.15

2009/2034 D.E.S.

Total

0.7

2009/2034 D.E.S.

ExxonMobil

0.6

2009/2033 D.E.S.

ConocoPhillips

7.8

2010/2035 D.E.S.

Shell

3.8

2011/2041 D.E.S.

3

2011/2036 D.E.S.

Tohoku Electric, Tokyo
Gas, Osaka Gas, The
Kansai Electric, The
Tokyo Electric Power co.,
Toho Gas, The Chugoku
Electric

The Tokyo Electric
Power co.
QatargasII T1

ExxonMobil
CNOOC

QatargasII T2

QatargasIII
QatargasIV

Petrochina
Marubeni

RasGasI

1

2011/2031 D.E.S.

KOGAS

4.92

1999/2024 F.O.B.

ENI

0.73

2004/2024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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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계속

판매자

구매자

RasGasII T1 Petronet LNG
RasGasII T2

RasGasII T3

RasGasIII T1

백만 톤
(연간)

기간

계약
방법

5

2004/2028 F.O.B.

Edison

4.6

2009/2034 D.E.S.

Endesa

0.74

2005/2025 D.E.S.

EDF Trading

3.4

2007/2012 D.E.S.

CPC

3.08

2008/2032 F.O.B.

ENI1)

2.05

2007/2027 D.E.S.

ExxonMobil

7.8

2009/2034 D.E.S.

Petronet LNG

2.5

2009/2029 F.O.B.

KOGAS

2.1

2007/2026 D.E.S.

KOGAS

2

RasGasIII T2 ExxonMobil

7.8

비고

2027년까지
연장

2012/2032 D.E.S. 신규 장기계약
2010/2035 D.E.S.

주: 1) 이 계약은 벨기에의 Distrigas가 ENI에 인수되기 전에 RasGasII T3와 체결한 것임.
2) F.O.B.는 Free on Board(본선인도), D.E.S.는 delivered ex ship(착선인도)의
약자임.
자료: Robin and DeMOUry(2012), p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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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1 우리나라의 LNG 수입 현황

우리나라의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은 카타르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라스가스
사와의 장기구매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천연가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2년 총 LNG 수입량은 497bcm이었으며 이 중에 카타르로부
터 142억bcm을 수입하고 있다(표 3-11 참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체
LNG 수입물량의 28.5%에 해당한다(그림 3-9 참고). 그 다음으로 많은 LNG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이며 연간 10.3bcm을 수입하였다. 그리고
오만으로부터 5.7bcm, 말레이시아로부터 5.6bcm, 예멘으로부터 3.6bcm을
수입하고 있다.
표 3-11 우리나라의 LNG

그림 3-9 우리나라의 국별

수입국

LNG 수입 비중
(단위: bcm)

국가
1

카타르

14.2

2

인도네시아

10.3

3

오만

5.7

4

말레이시아

5.6

5

예멘

3.6

6

러시아

3.0

7

나이지리아

2.5

8

트리니다드 토바고

1.1

9

호주

1.1

10

기타

2.7

합계

(단위: %)

수입량

49.8

자료: BP(2013a), p. 28을 토대로
저자 작성.

자료: BP(2013a), p. 28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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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도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Qatar Petroleum

QP는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회사로, 석유 및 천연가스 전반에
대한 개발, 생산, 정제 등을 총괄하는 기업이다. 또한 카타르 천
연가스 생산의 50%를 담당하면서 천연가스부문에서도 가장 시
장지배력이 높은 선도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BMI 2013b, p. 41).
QP는 카타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대주주로 참
여하여 자국 내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QP는 북부 가스전과 바르잔에서 천연가스 생산시설을 보
유하고 있는 라스가스와 카타르가스의 대주주이며, 오릭스 GTL
등에도 최대 주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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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는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 석유기업들과 합
작투자를 주로 하고 있다. 특히 엑손모빌과는 바르잔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으며 로열더치셸과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합작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QP는 QPI(Qatar
Petroleum International)라는 자회사를 통해 해외시장 개발에 적
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의 센트리카(Centrica)와 함
께 캐나다의 천연가스 기업인 선코에너지(Suncor Energy)의 지분
획득을 위해 9.8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BMI 2013b, p. 45). 그
리고 천연가스와 관련하여 유럽, 아시아, 미국 등에 LNG 터미널
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BMI
2013b, p. 44). 대표적으로 엑손모빌과 미국 텍사스에 100억 달
러 규모의 가스터미널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데 합의한 사례가
있다(BMI 2013b, p. 45).

나. 엑손모빌(ExxonMobil Oil Qatar)

엑손모빌은 QP와 함께 카타르가스, 라스가스 등의 개발에 공
동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라스가스1에 25.0%, 라스가스2에
29.5%, 라스가스3에 30.0%의 지분을 획득하여 카타르 내에서
QP 다음으로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바르잔 가스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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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BMI 2013b, pp. 48~49). 엑손모빌은
카타르와 전통적으로 천연가스부문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천연가스전 탐사 및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해왔다. 그리고 최
근에는 GTL을 비롯한 석유화학분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 토탈카타르(Total Qatar)

토탈카타르는 카타르 천연가스 생산의 4%인 연간 6.6bcm을
생산하고 있다(표 3-12 참고). 특히 토탈은 카타르가스2의 트레
인 4와 5에 각각 30.0%와 2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BMI
2013b, p. 37). 그리고 카타르의 북부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UAE와 오만으로 전송하는 가스연결사업인 돌핀 프로젝트에도
24.5%의 지분 참여를 통해 천연가스와 관련한 프로젝트에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다(Zawya 2013a). 반면 토탈카타르는 GTL 등
석유화학분야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어 QP와 함께 15억 달러
규모의 라스라판 콘덴세이트 정제시설 개발에도 참여하기로 했
다(BMI 2013b, p. 52). 그리고 2016년에 추가로 생산시설을 늘려
약 30만b/d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MI 2013b,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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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카타르의 천연가스 관련 주요 기업 현황

기엽 명
Qatar Petroleum
Total Qatar
Maersk Oil
Occidental Petroleum

석유생산
(천b/d)
517
49
167
89

시장점유율
(%)
33
3.5
10.6
4.8

자료: BMI(2013b),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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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생산
(bcm)
62
6.6
2.4

시장점유율
(%)
54
4
-

3
향후 성장잠재력

카타르는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에서 높은 성장성을 보여 왔
으나 향후 생산량의 증가 폭이 둔화하면서 천연가스의 수출증가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는 그동안 천연가스의
국내 소비량보다 생산량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2001년부터
2012년 사이의 평균 생산증가율은 17.3%에 달했다. 그리고 2011
년과 2012년에 각각 38.3%와 9.0%의 높은 천연가스 생산증가율
을 보이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갔다(표 3-13 참고). 하지만 최
근 들어 카타르의 천연가스 정책이 생산량 확대보다는 목표 생산
량을 초과한 천연가스를 정제 및 가공하여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천연가스 자체의 수출량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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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MI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사
이의 연평균 천연가스 생산 증가율은 3.6%인 반면 소비 증가율
은 연간 8.5%로 높게 나타나 이에 따른 수출 증가율은 연간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표 3-13 참고).

표 3-13 카타르의 천연가스부문 동향 및 전망

구분 / 연도
천연가스 생산(bcm)

2011 2012e 2013f 2014f 2015f 2016f 2017f
133.2

145.2

152.5

157.1

162.6

168.2

173.3

천연가스 생산 증가율(%)

38.3

9.0

5.0

3.0

3.5

3.5

3.0

천연가스 소비(bcm)

30.2

34.7

38.2

41.6

45.2

48.8

52.2

천연가스 소비 증가율(%)

37.8

15.0

10.0

9.0

8.5

8.0

7.0

103.1

110.5

114.3

115.4

117.4

119.5

121.1

38.4

7.2

3.4

1.0

1.7

1.8

1.4

천연가스 수출(bcm)
천연가스 수출 증가율(%)

주: e = BMI 예측치, f=BMI 전망치.
자료: BMI(2013b), p. 10.

그리고 장기적인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2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생산량 증가 폭이 천연가스 소비
증가율보다 높아 이에 따른 수출량 또한 가파르게 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0 참고). 반면 2012년부터는 생산량의 증가
폭이 감소하여 2022년에는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리고 이에 따른 수출량 증가 폭도 차츰 감소하다 2017년에 1.4%
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2년에는 -1.9%로 마이너스

72｜ 카타르의 주요 산업: 천연가스, 인프라 건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천연가스 생산량의 증가
폭 둔화는 카타르의 최대 가스전인 북부 가스전 지역에 2015년
까지 계획된 개발유예와 카타르 정부의 적정 생산량 유지 정책
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그림 3-10 카타르의 천연가스 생산, 소비 및 수출 동향

주: 왼쪽 축은 생산량과 소비량, 오른쪽 축은 수출량 임.
자료: BMI(2013b), p. 18.

반면 카타르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정제 및 화학 산업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카타르의 하류부문 중 가장 경쟁력을 가
지고 있는 부문이 GTL 및 천연가스를 활용한 석유화학산업이다.
이를 위해 카타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솔과 합작투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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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한 오릭스 GTL, 그리고 펄 GTL을 통해 GTL 및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Qatar Nears Full
GTL Output, Eyes Competitors’ Project” 2013. 8. 16).
한편 카타르는 자국 내 경제규모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부펀드
를 통한 해외 개발에 대한 의지도 표명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카타르 내의 천연가스사업이 성숙단계로 접어들어 국내에서 성
장동력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는 이 점을 인식하고
천연가스부문의 해외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자국의 국부
펀드를 활용하여 해외 사업진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때 높은 기술력을 가진 국가와의 동반진출도 고려하고 있어
이 점을 우리나라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카타르의 사업환경을 살펴보았을 때 카타르는 세계 3대 천연
가스 매장국이며 상류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제도
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표 3-14 참고). 그리고 GTL, 천연가스 등
에서 높은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카타르는 아시아 국가
로의 LNG 수출에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천연
가스 생산 대부분이 북부 일부 가스전에 집중되어 있어 천연가
스 고갈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카타르는 블록4와 같이 진행 중인 탐사활동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의 높은 가능성, GTL 분야의 높은 발전 가능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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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인접 GCC 국가 천연가스 수요 증가와 같은 기회와 호
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고조,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셰일
가스와 같은 비전통에너지의 등장, 유가 연동가격 적용 가능성,
동아프리카, 동지중해 등의 신규 천연가스 생산 확대 등과 같은
위기를 동시에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표 3-14 카타르 천연가스산업 SWOT 분석

강점(Strengths)
∙ 세계 3대 천연가스 매장국가, OPEC의
석유 수출국가
∙ 상류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 GTL, 천연가스 등에서 높은 기술력 보유
기회(Opportunities)
∙ 블록4와 같이 진행 중인 탐사활동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의 높은 가능성
∙ 카타르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GTL
분야의 높은 발전 가능성 및 수익성
∙ 인접 GCC 국가 천연가스 수요 증가

약점(Weaknesses)
∙ 아시아 국가로의 LNG 수출에 높은 의존
∙ 천연가스 생산 대부분이 북부 일부
가스전에 집중되어 있어 천연가스
고갈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 OPEC 국가 중 낮은 석유 생산능력
위기(Threats)
∙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고조
∙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셰일가스와
같은 비전통에너지의 등장
∙ 유가 연동가격 탈피 가능성
∙ 동아프리카, 동지중해 등의 신규
천연가스 생산 확대

자료: BMI(2013b),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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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프라 건설산업
1. 부문별 산업동향
2. 선도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3. 향후 성장잠재력

1
부문별 산업동향

가. 교통인프라

1) 철도
QRail은 도하 메트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철도 인프라 사
업을 진행 중이다. 도하 메트로는 2019년 첫 운행을 시작으로
순차적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QRail 계획에 따르면 도하 메
트로 프로젝트는 3단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1단계
는 터널링 및 주요 역사 공사가 5개 패키지로 구성되어 발주되
었다. 도하 메트로는 레드, 그린, 골드, 블루 라인 4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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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도하 메트로 노선도(2022년 완공 예정)

자료: Qatar Railways Company(2013a), Projects, Doha Metro, http://www.qr.com.qa/
(accessed October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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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도하 메트로 노선도(2026년 완공 예정)

자료: Qatar Railways Company, Projects(2013a), Doha Metro, http://www.qr.com.qa/
(accessed October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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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며 도하지역의 도심지, 주요 상업지구 및 거주지를
연결할 예정이다(그림 4-1, 그림 4-2 참고). 도하 중심부에서는
지하에 건설되는 반면 외곽지역에서는 주로 지상 및 고가철도
형태로 건설된다. 총 길이는 약 216km에 이르며 4개 노선에 100
여 개의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레드라인은 북쪽의 알코르(Al Khor)와 남
쪽의 메사이드(Mesaieed)를 연결하며 루사일(Lusail), 웨스트 베이
(West Bay), 무쉐이렙(Msheireb) 등 주요 지역을 지나게 된다. 총
98.5km에 달하는 레드라인은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남부
42.8km, 북부 55.7km의 선로가 구축된다. 그린라인은 알 라이얀
(Al Rayyan) 도로를 따라 도하 중심부와 에듀케이션 시티
(Education City)를 연결하는 65.3km 노선으로 움므 살랄 경기장
(Umm Salal Stadium)과 알 라이얀 경기장(Al Rayyan Stadium) 등
2022 월드컵 경기장과 남부 상업지구를 지나게 된다. 골드라인
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노선으로 총 길이는 30.6km에 이르며
무쉐이렙을 중심으로 공항도시(Airport City) 북부, 알 왑(Al
Waab) 거리, 알 라이얀 남부 등을 연결한다. 반원형의 블루라인
은 웨스트 베이와 공항도시에 새롭게 건설된 주거 및 상업 지구
를 연결하며 총 길이는 17.5km에 이른다(표 4-1 참고).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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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무쉐이렙역과 그린라인의 에듀케
이션 시티역은 도하 메트로의 주요 역사가 될 예정이다. 무쉐이
렙역은 4개 노선 중 레드, 그린, 골드 등 3개 노선이 교차하는
거점 허브역으로, 에듀케이션 시티역은 향후 장거리 고속열차노
선이 연결되면서 다기능 역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된다.

표 4-1 도하 메트로 노선 현황

총 길이 정류장 수
(km)
(개)

출발역

종착역

레드라인
(남부)

42.8

12

NDIA(New Doha International
Msheireb
Airport) Messaieed

레드라인
(북부)

55.7

18

Msheireb

Al Khor North
Al Rayyan Stadium
Al Rayyan North
Umm Salal Stadium

그린라인

65.3

31

Industry Area-South

골드라인

30.6

20

Airport City North

블루라인

17.5

4

Airport City North

Al Rayyan South
Salwa Industrial Area
West Bay Central

자료: Qatar Railways Company(2013a), Projects, Doha Metro, http://www.qr.com.qa/
(accessed October 10, 2013).

15) Qatar Railways Company(2013a), Projects, Doha Metro, http://www.qr.com.qa/
(accessed October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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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승객 및 화물 운송용 철도 개발에서 QRail은 카타르
내 주요 인구밀집지역 및 산업지역 연결과 더불어 GCC 철도 프
로젝트와의 연계 개발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또한 장거리 철도
를 통해 빠르고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거리 철도는 약 510km 길이로, GCC 철
도 프로젝트, 카타르 내 승객 및 화물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그림 4-3 장거리 여객철도 노선

그림 4-4 장거리 화물철도 노선

자료: Qatar Railways Company(2013b),
Projects, Long Distance,
http://www.qr.com.qa/(accessed
October 10, 2013).

자료: Qatar Railways Company(2013b),
Projects, Long Distance,
http://www.qr.com.qa/(accessed
October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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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카타르 장거리 철도는 메사이드항에서
라스라판(Ras Laffan)까지 이어지는 화물노선과 도하에서 사우디
아라비아로 이어지는 승객 및 화물 운송용 복합 노선, 도하에서
바레인까지의 고속 여객열차, 도하에서 두칸(Dukhan)까지의 복
합노선, 도하에서 알 샤말(Al Shamal)까지의 복합노선으로 이루
어져 있다(그림 4-3, 그림 4-4 참고).
QRDP 경전철 개발은 루사일 시티와 웨스트 베이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현재 대규모 신도시 지역인 루사일 시티 내 경
전철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루사일 경전철(Lusail Light Rail
Transit)은 통합적 교통 시스템을 통해 루사일 시티 방문자를 비
롯해 거주자 및 근로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4개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루사
일 경전철은 30km가 넘는 길이로 25개의 지상역사와 7개의 지
하역사를 포함한다. 경전철은 펄 시티(Pearl City)역과 알 코르 고
속도로를 통해 도하 메트로와 연결될 예정이다(그림 4-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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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루사일 경전철

자료: Qatar Railways Companyt(2013c), Projects, Lusail Light Rail Transit,
http://www.qr.com.qa/(accessed October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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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 및 항만
카타르 국적 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 Company)은
노선 확대 및 항공기 보유 증대 등 적극적 성장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카타르 항공객 수와 항공화물 운
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도하 국제
공항(Doha International Airport)을 새로운 공항으로 바꾸는 신도
하 국제공항(NDIA: New Doha International Airport) 건설 프로젝
트가 진행되어왔다. 하마드 국제공항(Hamad International Airport)
으로 이름이 바뀐 신도하 국제공항은 기존 공항에서 동쪽으로
수킬로미터 떨어진 22㎢ 부지에 건설되었으며 2013년 4월 1일
부분적으로 개항했다. 총 10개의 항공사가 먼저 운항을 시작하
였으며 카타르항공은 2013년 말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16)
2013년 하반기 완전히 개항될 예정인 하마드 국제공항은 건설
완료 후 세계에서 가장 긴 활주로 2개와 85m의 관제탑, 51만㎡
규모의 승객터미널, 40개의 게이트를 갖추게 된다. 프로젝트 완
료 이후 하마드 국제공항은 연간 2,80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이를 통해 카타르는 중동지역 항공허브로서의 입지를 굳히려는

16) MEED(2013),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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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4-6 참고).17) 또한 하마드 국제공항은
카타르항공의 본거지로서 향후 카타르항공의 확장정책을 지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산업은 가스산
업 이외에 카타르의 유망 산업으로 꼽히고 있어 앞으로 성장 가
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 도하 국제공항 승객 및 화물 변화 추이(2007~13년)

주: 2013년은 예측치임.
자료: Doha International Airport, Statistics, Historic Data(2010),
http://www.dohaairport.com/en/about_us/statistics/historic_data/historic_data.h
tml?(accessed October 9, 2013) 참고로 저자 작성.

17) Ibid.,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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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역시 카타르 인프라 건설계획의 필수적 부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프라 투자 증가와 함께 수입원자재 규모가 증가하
면서 항만 증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07년 6월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카타르 국왕의 칙령과 함께 시작된 신도하 항만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의 항만개발사업으로 규모는 약 74억 달러
에 달하며 2016년 완공 예정이다. 현재 프로젝트는 2022년 월드
컵 준비일정에 맞춰 진행 중으로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의 계획
을 반영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신도하항만조정위원회
는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균형이 프로젝트의 주요 관심사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다중 시뮬레이션 등 심도 있는 환경연구
가 수반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신도하 항만은 카타르 국가비
전 2030의 주요 목표를 지지하며 카타르의 무역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신도하항만조정위원회 계획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메사
이드 신규 항만과 새로운 해군기지 및 26.5㎢ 면적의 카타르경
제구역3(QEZ3: Qatar Economic Zone 3) 공사로 이루어져 있다.
신규 항만 프로젝트는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 예정으로 연 600
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3개의 컨테이너 터미
널 건설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카타르는 컨테이너 물
동량 증가뿐 아니라 가축 연 75만 마리, 차량 50만 대, 곡물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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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의 수용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항만
연안에 새로운 해군기지가 들어서며 해상안보의 거점이 될 것으
로 보인다. 항만은 카타르 해군과 카타르를 방문하는 외국 해군
군함의 정박지 역할을 하게 되며 해군기지는 기술지원, 종합물
류시설, 물자지원시설, 오락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지
에는 4,000명의 병력을 위한 주거시설도 마련된다. QEZ3는 산
업 및 주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카타르 개발계획의 주요 요소
로 제조업, 물류, 무역 분야의 경제적 허브로서의 역할이 기대된
다.18)
한편 항만 확장 및 신설 공사는 카타르를 포함한 GCC 지역
전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GCC 국가들은 연
5,600만TEU의 현 컨테이너 수용량을 2020년까지 1억 1,000만
TEU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그림 4-7 참고). GCC 지역 항만 개
발은 유럽, 아시아 지역과의 근접성 등 지리적 이점을 통해 환
적 물동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만 개발은
GCC 내 무역거래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GCC
국가들간 무역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카타르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로 카타르와 UAE의 무역규모는 50% 증가를
18) New Port Project Steering Committee(2012a), Overview,
http://www.npp.com.qa/overview.html(accessed October 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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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GCC 항만 처리능력
(단위: 백만 TEU)

자료: “Gulf states risk overcapacity with port expansion”(2013. 7. 23).

그림 4-8 신도하항 프로젝트 조감도

자료: New Port Project Steering Committee(2012b), Resource Centre,
http://www.npp.com.qa/Resource%20Centre.html(accessed October 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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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그러나 GCC 항만 개발이 지역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장
기적으로 과도한 개발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
히 불안정한 세계 경제 흐름과 중국 항만의 꾸준한 성장 등을
고려해 향후 수익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9)

3) 도로
카타르 공공인프라는 카타르 공공사업청이 주관 중으로 공공
사업청은 현재 도로, 배수, 병원, 학교, 공원 등의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다. 2006년 공공사업청은 주요 고속도로, 지방도로, 배
수시설 공사로 이루어진 도로 및 하수처리프로그램(LRDP: Local
Roads and Drainage Programme)을 구성하였으며 2016년까지 완
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타르 전역에 걸쳐 총 221개의 프로젝
트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대다수가 도하에서 진행된다. 68개
프로젝트가 도하 북부에서, 80개와 18개의 프로젝트가 각각 도
하 남부와 서부에서 진행되며 공사기간은 5~7년 정도가 될 것
으로 예상된다.20)

19) “Gulf states risk overcapacity with port expansion”(2013. 7. 23).
20) MEED(2013),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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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프로젝트는 공공사업청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136km
길이의 신도로사업과 도로개선작업이 2014년까지 이루어질 예
정이다. 또한 고속도로 프로젝트에서는 도하⋅두칸 고속도로
(Doha to Dukhan highway), 도하 고속도로(Doha expressway), 루사
일 고속도로(Lusail expressway) 공사가 대규모로 진행된다. 도하⋅
두칸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중앙구간, 동부구간, 알 마일(Al Mail)
에서 바니 하지르(Bani Hajer) 로터리에 이르는 구간 등 3개 패키
지로 발주되었다. 12km에 이르는 루사일 고속도로는 도하에서
북쪽으로 루사일 시티까지 연결되며 2013년 현재 2개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도하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280km의 4차선 도로 및

그림 4-9 계획 및 진행 중인 카타르 고속도로 노선
Al-Shamal
Ras Ashalrl

Al-Khor

Ras Laffan

Dukhan
Doha
Al-Wakrah

Mesaleed

자료: MEED(2013),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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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분기점 건설을 포함하며 다수 패키지로 나뉘어 발주되고
있다(그림 4-9 참고).21)

나. 신도시 개발

1) 루사일 시티(Lusail City)
루사일 시티 프로젝트는 450억 달러가 투입되는 중동 최대 규
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총면적은 38㎢에 이르며 도
하 도심에서 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루사
일 시티 프로젝트는 다른 신도시 계획과 비교해 대규모로 진행
되고 있으며 지하변전소 등의 기반시설은 다른 신도시 개발계획
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루사일 시티는 2022년 카타
르 월드컵 계획의 주요 부문으로 12개 경기장 중 하나인 루사일
아이코닉 경기장이 루사일 시티에 건설되며 8만 6,000석 규모의
이 경기장에서 월드컵 개⋅폐회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4개 섬을 포함해 19개 복합용도지구로 이루어진 루사일 시티
는 거주 및 상업 지구, 쇼핑 및 휴양 시설, 22개의 호텔과 2개의
골프코스 등을 갖추고 있다. 20만 명의 거주인구와 17만 명의
근로자 수용이 가능하며 향후 총인구가 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21) Ibid.,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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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된다.22) 복합용도지구는 마리나 지구(Marina District), 엔터
테인먼트 아일랜드(Entertainment Island), 에너지 시티(Energy
City), 폭스 힐즈(Fox Hills), 의료․교육 지구(Medical and Education

표 4-2 루사일 시티 주요 지구

지구

면적(㎡)

수용인구(명)

Marina District

1,954,474

80,680

Fox Hills

1,676,900

50,287

Qatar Entertainment City

975,511

66,478

Entertainment Island

230,710

4,200

2,566,200

42,688

Qetaifan Islands
Waterfront Commercial

543,753

17,393

1,748,418

6,862

227,774

11,006

3,659,080

21,849

266,567

12,174

1,004,503

11,101

612,452

20,281

179,600

19,191

Energy City- 1

716,600

25,566

Energy City- 2

461,153

19,358

North & Waterfront Residential Villas
Al Kharaej Towers
The Golf District
Erkyahh District
Medical and Education District
Boulevard Commercial & Lusail Tower

자료: Lusail City, Lusail Interactive Map(2013a), http://www.lusail.com/English/
Interactive%20Map/Interactive%20Map/en.html(accessed October 8, 2013).

22) Lusail City(2013b), The Project, http://www.lusail.com/English/The_Vision/Pages/
The-city-today.aspx(accessed October 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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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등 19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다(표 4-2, 그림 4-10 참고).
이 중 마리나 지구는 건설이 완료된 상태로 약 200만 제곱미터
의 면적에 고급 주택지와 사무실, 호텔, 15~40층 높이의 타워
100여 개 등이 위치하며 약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23) 또한 마
리나 지구는 루사일 시티 연결수단인 루사일 경전철 및 지하 주
차장과 직접 연결되는 지하역사 등 카타르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교통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림 4-10 루사일 시티 지도

자료: Qatari Diar(2012), p. 13.

23) MEED(2013),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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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사일 시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루사일부동산개발회사(LREDC:
Lusail Real Estate Develpment)는 카타르 국영 부동산 투자회사인
Qatari Diar의 자회사로 LREDC의 역할은 인프라 구축 등 기본적
인 공사이며 대부분의 계획은 민간업체에 의해 개발될 예정이
다. 2012년 초 한국의 삼성물산이 2억 9,600만 달러 규모의 기초
인프라 공사를 수주한 바 있으며 LREDC는 2012년 말 약 4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총길이 5.2km, 6차선의 남⋅북, 동⋅서 연
결도로 공사를 발주하였다.24) 루사일 시티 내 토지 이용 및 건
설은 LREDC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기후적, 문화적 조건과 관련
한 지침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의견 제시가 있을 시
협의를 통해 의견반영이 가능하고 규제가 수정될 수 있는 등 어
느 정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루사일 시티는 자체 프로젝트뿐 아니라 철도, 도로 등 다른 인
프라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주요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로 우
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루사
일 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인지도와 평판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 발주될 프로젝트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4) Ibid.,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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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듀케이션 시티(Education City)
에듀케이션 시티는 카타르재단(Qatar Foundation)의 주요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도하 서쪽 끝에 위치해 있다. 카타르재단은
1995년 쉐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전 국왕에 의해 비영
리단체로 설립되었으며 카타르 국가비전 2030에 따라 2030년까
지 카타르가 지식기반경제를 갖춘 현대적 국가로 변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듀케이션 시티는 15㎢의 부지에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외국
대학교 캠퍼스를 비롯해 카타르 과학기술공원(Qatar Science and
Technology Park), RAND⋅카타르 정책연구소(RAND-Qatar Policy
Institute), 시드라 메디컬연구센터(Sidra Medical & Research Centre)
등의 연구기관과 도하 디베이츠(Doha Debates), 알 자지라 어린
이채널(JCC) 방송, 카타르 국립 컨벤션센터(Qatar National Convention
Centre), 알 샤카브 승마센터(Al Shaqab Academy and Equestrian
Centre) 등이 자리잡고 있다(표 4-3 참고).25) 2006년 이후 카타르
재단은 65억 달러가 넘는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왔으며 아스
타드(Astad)가 PMC를 맡고 있다. 또한 카타르재단은 주변환경과
카타르의 이슬람적 유산을 동시에 반영한 현대적 시설을 건설하
25) TEN Education(2013), http://education.theemiratesnetwork.com/zones/qatar_educ
ation_city.php(accessed October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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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에게 건물디자인을 맡기기
도 했다. 에듀케이션 시티 건설에서 지속 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 카타르재단은 향후 모든 개발에서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26) 녹색건물 인증 획득을 목표로

표 4-3 에듀케이션 시티 내 대학교

본교국

개교연도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in Qatar)

학교

미국

1998

웨일 코넬 의과대학(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in
Qatar)

미국

2001

텍사스 A&M 대학교(Texas A&M University at Qatar)

미국

2003

카네기 멜론 대학교 (Carnegie Mellon University in
Qatar)

미국

2004

조지타운 대학교 카타르 외교대학 분교(Georgetown
University- School of Foreign Service in Qatar)

미국

2005

파리 경영대(HEC Paris in Qatar)

프랑스

2007

노스웨스턴 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 in Qatar)

미국

2008

카타르 이슬람대학(Qatar Faculty of Islamic Studies)

카타르

2011

영국

2011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Qatar)

자료: Qatar Foundation(2013), Enroll, http://www.qf.org.qa/enroll(accessed October
9, 2013); MEED(2013), p. 16.

26) 미국 녹색건축위원회(USGBC)가 개발한 녹색건물 인증제도로 주택, 단지개발, 상업용
인테리어, 신규 건축, 코어앤쉘, 학교 및 의료기관, 상점 등 모든 건물유형이 적용대상
이며 건축물은 점수에 따라 LEED 인증,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네 가지 수준으로 인
증받을 수 있다(자료: 한국 LEED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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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친환경적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27)
한편 에듀케이션 시티에는 주요 역사가 건설될 예정으로 에듀
케이션 시티역은 캠퍼스 내 경전철과 도하 메트로를 연결하고
이후 GCC 철도와도 이어지게 된다. 에듀케이션 시티 프로젝트
는 현재 약 3분의 1 정도가 완료된 상태로 나머지 공사는 2020
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확장을 위해 에듀케이션 시
티 인근 부지의 추가 매입이 계획 중에 있다.

다. 상하수도

도하남부하수처리시스템(IDRIS: Inner Doha Resewerage
Implementation Strategy)은 카타르 공공사업청이 계획 중인 100억
리얄(약 2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카타르 내 최대 인프라 프로
젝트 중 하나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이다. 카타르
의 기존 하수처리시설은 최대 처리용량에 근접하며 과부하가 걸
린 상태로 카타르는 새로운 하수처리시스템을 통해 앞으로 50년
간 100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 수요를 맞출 계획이다(표 4-4

27) MEED(2013),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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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기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하수처리장 처리용량(cm/d)

계획 인구(명)

도하 남부

106,000

393,000

도하 서부

135,000

500,000

알 코르

4,900

18,000

알 다키라

27,000

108,000

산업지구

12,000

44,000

루사일

60,000

222,000

자료: MEED(2013), p. 25.

그림 4-11 공공사업청 폐수처리부문 예산
(단위: 십억 카타르리얄(QR))

주: $1=QR3.64.
자료: MEED(2013), p. 25.

참고).28) 공공사업청은 폐수처리부문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왔
으며, 특히 2005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그림 4-11 참고).
28) Ashghal(2013),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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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도하 하수처리시설

자료: Ashghal(2013),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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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로젝트는 총 6개 패키지로 발주되며 이 중 일부는 개
별 계약으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76km의 차집관거
(interceptor sewers), 33km 간선하수거(trunk sewer), 터미널 펌프
장, 도하남부하수처리플랜트(New Doha South wastewater treatment
plant), 92km의 처리하수방류리턴시설(treated sewage effluent return
facilities) 건설과 37개의 기존 펌프장 해체를 포함한다(그림 4-12
참고).29)

라. 경기장 건설

2022년 월드컵 준비로 카타르 건설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월드컵 이전까지 카타르는 세계 각국에서 온 최소 40만
명의 축구팬들을 위한 인프라와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을 갖추
어야 한다. 특히 월드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기가 치러질
경기장으로 카타르는 기존의 경기장과는 차별성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경기장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총 12개의 경기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건설비용은 약 40억 달러
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중 9개의 경기장이 신설되며 3개의

29) MEED(2013),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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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은 기존 경기장을 개선해 이용할 예정으로 대부분의 경기
장이 조립식으로 구성된다(표 4-5 참고). 카타르는 월드컵 개최
이후 약 28만 개의 좌석을 경기장에서 분리해 이 중 17만 개를
개발도상국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30)

표 4-5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용 및 좌석 수

건설비용
(백만 달러)

월드컵 기간 좌석 수

월드컵 이후 좌석 수

251

45,330

25,500

알 라이얀

135

44,740

21,282

알 샤말

251

45,120

25,500

알 와크라

286

45,120

25,500

도하 포트

202

44,950

0

에듀케이션 시티

287

45,350

25,000

135

44,740

21,175

칼리파

71

68,030

68,030

루사일 아이코닉

662

86,250

20,000

카타르 대학교

300

43,520

23,500

스포츠 시티

883

47,560

47,560

움므 살랄

251

45,120

25,500

경기장
알 코르
*

*

알 가라파
*

주: * 표시는 개선 예정 기존 경기장.
자료: MEED(2013), p. 24.

30) Ibid.,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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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타르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6~7월의 더운 날씨에 대비
해 냉방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31) 특히 카타르 2022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친환경기술을 이용한 냉방 시스템을 통해
최초의 탄소중립(carbon-neutral) 월드컵을 개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경기장은 현재 디자인 단계로 2013년 하반기 에듀
케이션 시티 경기장 건설 계약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본격적
인 계약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다.32)

31) 더운 날씨를 우려해 FIFA는 카타르 월드컵 개최시기 변경을 고려 중이다.
32) MEED(2013),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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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도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빈치(Vinci)

프랑스 기업인 빈치는 카타르 내에서 지속적으로 입지를 넓혀
가고 있는 주요 건설회사 중 하나이다. 빈치는 2009년 카타르
국영 부동산투자회사인 카타리디아르(Qatari Diar)와 조인트벤처
를 이룬 이후 카타르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특히
교통인프라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09년 지분스와프
협정을 통해 빈치는 카타리디아르로부터 전기엔지니어링 회사
인 세젤렉(Cegelec)을 인수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빈치는 3,150
만 달러에 달하는 지분 5.8%를 카타리디아르에 넘겼고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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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리디아르는 빈치의 두 번째로 큰 주주가 되었다. 세젤렉은
전력 생산과 송전 및 배전이 주 사업인 기업으로 빈치는 세젤렉
인수가 자사 에너지 분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
다보았다.33) 이후 두 회사의 합작회사인 QDVC(Qatari Diar Vinci
Construction)가 설립되었으며 QDVC의 지분은 카타리 디아르가
51%, 빈치가 49%를 보유하고 있다.34)
QDVC는 계약 및 건설을 비롯해 디자인 빌드 프로젝트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1,986대 규모의 지하주차장
공사를 포함하는 쉐라톤 공원 프로젝트를 비롯해 루사일 시티
경전철 및 주차장, 하수처리펌프장, 카타르⋅바레인 연륙교 프
로젝트 등을 수행해왔다.35) 또한 2013년 5월에는 한국의 GS건
설과 카타르 현지 업체인 알다르위시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을
통해 약 20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도하 메트로 레드라인 남부
공사를 수주했다. 이번 컨소시엄에서는 빈치를 중심으로 한
QDVC가 리더사로 나섰으며 빈치의 시공실적이 입찰자격을 통
과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도하 메트로 1단계 공사 5개 패

33) Nick, Whitten(2009. 9. 2).
34) 카타르 정부로부터의 특별 승인이 없는 한 외국인투자자는 49%를 초과해 지분을 소유
할 수 없다.
35) QDVC(2010), http://www.qdvc.com/en/projects.php(accessed October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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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중 수주가 확정된 4개 프로젝트에 빈치를 비롯해 이탈리아
의 임플레질로(Impregilo), 오스트리아의 포르(Porr), 스페인의 OHL
과 같은 유럽기업이 포함되는 등 풍부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유
럽기업들이 이번 메트로 프로젝트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이같은 유럽기업들의 선전에는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
하면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 등의 배경요인을 꼽을 수
있다. 빈치 역시 세젤렉 등 경쟁력 있는 해외 전문업체를 자회
사로 편입시키는 경영전략과 카타리디아르와의 조인트벤처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빈치는 자국
의 사업부문을 크게 도급계약부문(Contrancting)과 민자사업부문
(Concession)으로 구분하고 민자사업부문을 통해 프랑스 고속도
로의 절반 이상인 4,000㎞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 건설
및 운영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전체 민자사업
부문 매출액의 70% 이상이 주차장 사업에서 창출되고 있다.36)
이는 빈치가 카타르 인프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빈치와 카타리디아르의 협력관계는 빈치
에 큰 이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6) ｢[해외건설 4.0 새 성장동력 찾아라] <2> 영역 확장하는 글로벌 리더들｣(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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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CC(Consolidated Contractors Company)

CCC는 1952년 레바논에서 처음 설립되어 현재 그리스 아테네
에 본사를 둔 대형 건설업체로 현재 카타르에서 진행되는 라스
라판항(Ras Laffan Port), 신도하 국제공항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
에 참여 중이다. BMI(2013a, pp. 39~40)에 따르면 CCC는 2002
년에서 2007년까지 수입의 80%를 중동지역에서 얻는 등 중동시
장에 활발히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카타르는 CCC
에 있어 전체 매출액의 28%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다. 공항,
도로, 전력, 하수처리플랜트 등 인프라 분야뿐 아니라 석유 및
가스 생산, 석유화학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CCC
는 카타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CCC는 카타리디아르와 바르와(Barwa) 등 카타르 현지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카타르뿐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영향력
을 넓혀가는 전략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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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성장잠재력

2022년 월드컵 개최로 카타르는 자국 내뿐 아니라 GCC 지역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며 인프라 및 건설 산업 성장을 주
도하고 있다. 2012년 카타르 건설시장은 GCC 국가들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04억 달러 규모의 건설 프로
젝트가 발주되었다.37)
MEED가 발표한 2013년 2분기 GCC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
발주규모는 159억 달러에 달하며 134억 달러를 기록한 1분기에
비해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카타르 2분기 발주금
액은 79억 달러로 24억 달러를 기록했던 1분기에 비해 70% 상

37) Deloitte(2013b),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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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그림 4-13 참고). 또한 건설부문
에 비해 인프라 부문 성장이 두드러졌다. GCC 2분기 건설부문
규모는 1분기에 비해 41% 하락한 68억 달러에 그쳤으나 인프라
프로젝트 규모는 91억 달러로 1분기의 18억 달러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QRail은 단독으로 56억 달러의
프로젝트를 발주하면서 GCC 전체 인프라 프로젝트의 63%를 차
지했다.38)

그림 4-13 2013년 GCC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 발주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athal, Gormley(2013. 6. 5).

38) Cathal, Gormley(201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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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두바이 부동산 시장의 붕괴에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음에도 카타르는 석유 및 가스 시장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
내 안전투자처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2022년 월드컵과 카
타르 국가비전 2030 계획으로 대규모 자금이 인프라 프로젝트
에 투자되면서 카타르는 세계 각국의 건설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카타르 건설산업 실질성장률은 2011년
2.3%에서 2012년 8.7%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까지
5%대의 견실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표 4-6 참고).39)
또한 2022년 월드컵 준비로 교통인프라를 비롯한 대규모 프로
젝트가 발주됨과 동시에 현재 시작된 프로젝트도 월드컵 기간에
맞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카타르 인프라 시장
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표 4-6 카타르 인프라 건설산업 추이(2011~15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설산업 가치(십억 달러)

6.5

7.2

7.9

8.7

9.6

건설산업 실질성장률(%)

2.3

8.7

5.6

5.4

5.1

GDP 대비 건설산업 비율(%)
노동인구(‘000)

3.8

3.9

3.9

3.9

3.9

1,589.4

1,640.1

1,666.6

1,685.8

1,709.5

주: 2012년은 추정치이며 2013년 이후는 예측치임.
자료: BMI(2013a), p. 8.

39) BMI(2013a),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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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2013a, pp. 31~36)의 Risk/Rewards Ratings(RRRs)에 따르면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 인프라 시장은 성장 가
능성이 큰 시장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으며, 특히 카타르를
표 4-7 GCC 인프라부문 Risk/Rewards Ratings40)

Rewards

Risks

Risk/
Industry Country
Industry Country
지역
Rewards
Risks Reward
Rewards Rewards
Risks
Risk
순위41)
Rating
카타르

62.5

74.2

66.6

75.0

67.0

70.2

67.7

1

오만

65.0

60.7

63.5

82.5

64.9

71.9

66.0

2

바레인

60.0

65.8

62.0

77.5

66.9

71.2

64.8

3

사우디
아라비아

62.5

58.3

61.0

75.0

71.2

72.7

64.5

4

UAE

50.0

57.3

52.6

45.0

64.7

56.8

53.8

9

쿠웨이트

25.0

71.3

41.2

57.5

67.1

63.3

47.8

10

주: 기준 점수는 100점임.
자료: BMI(2013a), pp. 35~36.

40) 각 부문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Industry Rewards: 건설비용, 해당 산업 성장률, GDP 대비 자본투자, GDP 대비
정부지출
② Country Rewards: 노동시장 인프라, 금융 인프라, 전력 접근성
③ Industry Risks: 기업 수, 입찰절차 투명성
④ Country Risks: 경제구조, 외부 위험, 정책 지속성, 법률체계, 부패도
41) [표 4-7]은 BMI에서 MENA 지역국가를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결과 중 GCC 국가들만
을 정리한 것으로 전체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카타르 ② 오만 ③ 바레인 ④ 사우디아라비아 ⑤ 이스라엘 ⑥ 모로코 ⑦ 알제리 ⑧
이라크 ⑨ UAE ⑩ 쿠웨이트 ⑪ 이집트 ⑫ 리비아 ⑬ 이란 ⑭ 예멘

Ⅳ. 인프라 건설산업 ｜113

포함한 GCC 국가들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RRRs는 각국의 시
장규모,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한 Reward 요소와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특징에서 비롯된 위험요소를 평가하는 Risk 요소로 나뉜
다. 카타르는 GCC내에서 뿐 아니라 MENA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
다(표 4-7 참고).
그러나 상당 규모의 외자가 유입되면서 카타르 인프라 시장
경쟁도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럽 시장 침
체와 중국의 성장둔화로 카타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
고 있으며 이는 카타르 내 프로젝트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2013년 진행된 도하 메트로 프로젝
트 1단계 공사에는 60개 이상의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해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공기 엄수가 크게 강조되고 공
사 시작 후에는 프로젝트 변경 협상이 힘든 점은 수주기업에 어
려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카타르 인프라 건설시장은
2022년 월드컵 개최 및 정부의 비석유부문 활성화 정책으로 대
규모 프로젝트가 대거 발주되면서 전 세계 기업들에 다양한 진
출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중점적으로 이루어
지는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존의 인프라 부담이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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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외국기업에 개방적인 시장분위
기는 기업들의 카타르 시장 진출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까다로운 입찰자격 기준 및 심사과정과 시장 내
과열경쟁은 카타르 시장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세계 경
기침체로 고급의 상업 및 주거 건물 수요가 감소하고 관료 체제
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시장 진출의 위협요인으로 꼽힌다(표 4-8 참고).

표 4-8 카타르 인프라 건설산업 SWOT 분석

강점(Strengths)
∙ 대규모 교통인프라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존 인프라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예상
∙ 다수 국제기업이 카타르에 진출해
있으며 민간기업에 시장개방
∙ 안전투자처로서의 매력

약점(Weaknesses)
∙ 단일의 육로 교통수단 및 다수 교통인프
라가 최대 용량에 근접
∙ 까다로운 입찰자격 기준 및 심사과정
∙ 시장 내 치열한 경쟁

기회(Opportunities)
∙ 정부의 비석유부문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인프라 개발 장려
∙ 2022 월드컵 개최로 건설 및 인프라
분야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계획

위협(Threats)
∙ 세계 경기침체로 고급의 상업 및 주거
건물 수요 감소
∙ 관료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자료: BMI(2013a),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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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카타르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제시
1. 천연가스산업
2. 인프라 건설산업

1
천연가스산업

가. 산업협력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기존에 주로 해왔던 카
타르 내 천연가스 개발, 생산 관련 시설 증설 및 추가 건설은 많
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북부 가스전에 대한 개발은 종료된 상
태이고, 바르잔 가스전에 대한 개발은 지금 진행 중이며, 향후
추가적인 가스전 개발에 대해 발표된 계획도 없기 때문이다. 또
한 탐사부문도 대부분 진행된 상태이고, 엑손모빌, 로열더치셸
등의 영향력이 막강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탐사권을 확보하고 이에
대해 카타르와 협력하는 것도 쉽지 않다. 생산 및 수출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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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생산목표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생산 및 수출량
증가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릭스 GTL 등 정제부문
기업과의 면담결과 이에 대한 생산 증가 및 추가 개발도 대규모
로 진행할 것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카타르의
천연가스산업은 대부분의 천연가스 관련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생산 및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숙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카타르와의 산업협력방향을 카타르 내부에서는 유지보
수 및 부품조달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발 및
각종 프로젝트 참여 등은 카타르 내부에서 찾기보다는 카타르와
협력하여 외부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나. 주요 부문에 대한 진출전략

1) 하류부문 유지보수 및 부품조달 참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타르의 천연가스 탐사, 개발, 생산
등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어서 신규 프로젝트
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현재 완성
된 천연가스 터미널, 석유화학단지, GTL 생산시설의 유지보수
및 부품을 조달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 기업들은 천연가스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시공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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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재 및 부품의 품질 또한 우수해
중소기업 중심의 조달 참여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현지 GTL 기업 구매담당자와의 면담결과,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및 석유화학 시설 관련 자재 및 부품의 기술력에 대해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42) 그러나 조달에 참여를 시도한
국내기업이 없어서 이에 대한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카타르도
다른 중동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알리고 입찰
의지가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카타르는 유럽의 기술
및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에 대한 기준 요건충족을 선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처럼 유럽
및 미국의 기술인증을 획득하고 카타르의 개발자에게 우리나라
기업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GTL 프로젝트 운영 중에
발생하는 수리 및 부품구매 등의 사업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2) 제3국 공동진출
LNG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우리나라와 카타르가 공동으로
진출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42) Oryx GTL 관계자 인터뷰 내용(201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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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국으로 LNG 시장에서 주요 행위자이다. 또한 그동안 천연
자원 수출로 얻은 이익으로 막대한 금액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LNG 선박, 액화 및 기화 시설, LNG 저
장소 등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의 LNG 개발 시
장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양국 LNG 산업에서의
영향력, 자금력, 기술력이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천연가스와 관
련된 각종 프로젝트에 동반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유재
준 2012. 5. 18).
LNG 프로젝트 추진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안정적인 원료 공
급, 프로젝트 자금 확보, 그리고 프로젝트의 시운전 및 운영 등
의 요소들이 있다. 먼저 LNG 프로젝트 도입 결정에서 안정적인
LNG를 확보할 수 있는 생산량과 LNG선을 보유한 국가가 카타
르이다.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파이낸싱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
할 때 안정적인 장기 공급 원료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카타르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
는 국부펀드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세계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 주요 수출신용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금조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122｜ 카타르의 주요 산업: 천연가스, 인프라 건설

개발자는 카타르홀딩스와 현지 정부, 한국가스공사, 공급원료
조달은 QP, EPC는 우리나라 건설기업,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카
타르 국부펀드인 카타르홀딩스와 우리나라 ECA를 통해 조달하
는 형태를 통해 동반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스페인, 이
탈리아 등 높은 기술력을 가진 건설기업들도 유럽 경제침체로
사업환경이 악화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동 주요 프로젝트에
서 저가수주를 통해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자 이에 더욱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일하게 저가수주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
존 EPC 위주의 프로젝트 참여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이다. 이 시점에서 단순 EPC 기업이 아닌 개발자로의 역량을 확
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에 카타르와 함께하는 사업진출이 반드
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단독으로 개발자로
참여하는 것에 아직은 한계가 있다면 카타르와 공동 해외사업 진
출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3월에 카타르가 먼저 우리나라와의 제3세계 공동진출
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러한 진출이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 실행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카타르 “셰일가스 공동개발하자”
2012. 5. 22).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카타르 재무부가 제3국 공
동진출을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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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 진출할 때 이에 대한 자금지원을 카타르 국부펀드인
카타르홀딩스(Qatar Holdings)에서 투자하기로 하였다(국토해양
부 2012. 3. 12). 이와 같은 형태에 위의 진출 모델을 적용할 경
우 우리나라와 카타르의 천연가스부문에 대한 협력은 더욱 강력
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스공사가
개발자로 참여하거나 BOO, BOT와 같은 형태로 진출할 경우 현
지에 시운전 및 운영을 담당할 한국인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
어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은 우리나라와 카타르가 해외 LNG 터미널 프로젝
트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LNG 수
입국 정부가 BOO(Build Own Operate) 방식으로 발주를 하면 QP
의 해외투자기관인 QPI가 발주국과 함께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
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이때 카타르 국부펀드 및 우리나라
수출신용기관이 차입금을 제공하여 수주율을 높일 수 있다.43)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EPC를 담당하고 한국가스공사는 해
당 시설의 시운전 및 운영을 담당하는 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부가적으로 LNG 선박 등도 수출할 수 있어 해외
신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3) 카타르 국부펀드가 개발자에 지분투자자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것은 카타르 측의
참여방식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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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카타르와 한국의 해외 협력사업 모델

주: QPI는 Qatar Petroleum International, QH는 Qatar Investment Authority의 해외투
자기업인 Qatar Holdings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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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건설산업

가. 산업협력 방향

카타르 인프라 및 건설 시장은 입찰이나 공기 면에서 진출과
수주가 까다로운 편이지만 그 규모나 성장 가능성에서 전 세계
적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이다. 한국기업에서도
카타르는 중동 내 주요 시장으로 카타르의 본격적인 인프라 개
발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가 대거 발주되면서 한국기업의 참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
는 부분은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특수 분야 공사로 앞으로도 기
술력을 앞세운 차별전략을 통해 시장 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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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대기업 위주의 진출이 주를 이루
며 중소기업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진출 유망 분
야를 발굴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꾸준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카타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한국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분
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주요 부문에 대한 진출전략

1)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경쟁력 제고
2013년 상반기 도하 메트로 1단계 5개 패키지 공사 중 3개 패
키지를 한국기업이 수주하는 등 카타르 인프라 시장에서 한국기
업의 선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도하 메트로 공사를 수주한
한국기업은 2013년 9월 기준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으로 GS
건설은 총 20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레드라인 남부 공사를
QDVC, 알다르위시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수주했다. SK건설은
이탈리아의 임프레질로, 카타르 현지 업체인 갈파르와 컨소시엄
을 이루어 20억 달러 규모의 레드라인 북부 공사를 수주하였으
며 삼성물산은 도하 메트로의 주요 역사인 무쉐이렙역과 에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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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시티역 공사를 스페인의 OHL(Obrascon Huarte Lain), 카타
르의 QBC(Qatar Building Company)와 함께 수주하였다(표 5-1
참고).

표 5-1 도하 메트로 1단계 패키지별 한국기업 수주 내역

총 수주액
(억 달러)

수주 컨소시엄 및 지분율

20

SK건설(41.25%)
임프레질로(41.25%)
갈파르(17.5%)

레드라인 남부 구간:
총 18km 노선 및 5개 역사

20.5

QDVC(55%)
GS건설(25%)
알다르위시엔지니어링(20%)

주요 역사 2개:
무쉐이렙, 에듀케이션 시티

14

삼성물산(50%)
OHL, QBC(50%)

공사 내역
레드라인 북부 구간:
총 13.4km 노선 및 7개 역사

자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2013), http://kind.krx.co.kr/common/disclsviewer.do?method
=search&acptno=20130613000086&docno=&viewerhost=&viewerport=(검색
일: 2013. 9. 16); ｢SK건설, 카타르 도하메트로 공사 수주｣(2013. 5. 29); ｢GS건
설, 카타르 도하메트로 공사 수주｣(2013. 6. 13).

이번 메트로 공사의 경우 컨소시엄 입찰이 대부분으로 입찰
시 까다로운 터널 시공실적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
춘 유럽 기업이 리더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컨소시엄 리더
사의 실적이 입찰 컨소시엄 실적을 대표하였다. 카타르에 진출
해 있는 현지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기업이 TBM 공법 실적을 갖
추고 있으나 이번 메트로 공사에서는 입찰에 요구된 실적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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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를 실적이
풍부한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했
다. 또한 한국기업의 경우 국내공사 경험은 많지만 우리나라의
발주 관행상 규모가 큰 공사를 수행할 기회가 적은 편으로 이같
은 점은 해외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
다. 이에 국내에서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더불어 해외건설을 통해 대규모 공사 경험을 늘려
가는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44)
또한 카타르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사업자에
게 특혜를 제공하는 중으로 공공사업청은 100만QR(약 2,750만
달러) 미만 사업 시공자를 자국 건설사로 제한하고 100만∼200
만QR 사업은 자국 건설사 혹은 자국 건설사 지분이 51% 이상
인 조인트벤처에만 허용하고 있다.45)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카
타르 현지 기업과의 조인트벤처 구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지 기업과의 협력관계는 카타르 시장
내 한국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4) GS건설, SK건설 도하지점 관계자 인터뷰 내용(2013. 6. 18).
45) 유나영(2012),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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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집약적 프로젝트 수주
높은 기술력은 경쟁이 심한 카타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 요소로 한국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카타르 내 주
요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다. 도하 메트로 공사도 우리나라
만의 특수한 기술을 강점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경우
로 앞으로도 고부가가치의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건축 및
토목 분야에 초점을 맞춰 차별성을 갖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사장교, 현수교 등 특수 교량이나 연약지반 도로 건설
등의 하이테크 토목과 초고층 빌딩, 기둥 없이 넓은 실내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공간 건축물(large enclosure) 등은 한국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받는 가운데 계속해서 신시장
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46)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이 카타르에서 진행하고 있는 루사일 고
속도로 프로젝트가 좋은 예로, 이번 프로젝트는 고속도로뿐 아
니라 전망대가 들어설 100m의 구조물,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경전철 터널, 마이크로 터널, 변전소 및 배수 펌프장을 동시에
짓는 기술집약적 프로젝트이다. 다양한 공사를 종합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기술력과 더불어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추어야 가능한
46) ｢[해외건설 4.0 새 성장동력 찾아라] <6> 첨단․선진시장은 영원한 블루오션｣(201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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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로 이들 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47)
실제 카타르 내 루사일 시티 관계자들을 면담한 결과 한국기
업은 기술력과 공사기한 관리능력에서 좋은 평을 받았으며 향후
발주되는 프로젝트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었다. 또한 관
계자들은 루사일 시티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다양한 분야의
관련 기업들이 공동으로 진출해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면 큰 시너
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 향후 한국기업의 진출 확
대가 기대되고 있다.48)

3) 중소기업 진출 다변화 방안 모색
한편 대기업의 활발한 진출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에
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지 및 외국 기업들의 수준이 향상되고
저임금국가 노동자와의 임금차이 등으로 카타르 시장 내 한국
건설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
중소기업의 카타르 진출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도 민간 프로젝트는 수행하지 않고 관공서 발주 공사 위주로
47) Ibid.
48) 루사일 시티 관계자 인터뷰 내용(201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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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 공사 수주
후 하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진출방법이었
다. 그러나 대기업의 공사 수주 이후 국내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대신 인건비가 싼 외국기업 고용이 늘어나면서 수주로 인
한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국내 대기
업과 외국 하도급업체 사이에는 불평등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
지 않는 반면 국내 대기업과 국내 중소 하도급업체 사이에는 종
속적 관계가 적지 않아 이들의 관계가 협력관계로 개선될 수 있
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금문제 등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은 어려움이 많지만 국내
건설업계 불황으로 해외시장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자체의 전략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국내기
업 수주 공사뿐 아니라 외국기업 수주 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
록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하며 대기업 하청을 통해 진출한 이후
에는 현지 조인트벤처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다. 나아가 하청으
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할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
또한 카타르 현지 중소기업 및 상공인 협의회 관계자 면담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건설장비 임대업, 건물종합관리사업 등 건설업
에서 보다 다변화된 시장으로의 진출이 유망할 것이라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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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다.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건설업과 달리 실물이
존재하는 건설장비 임대업은 임대계약서를 근거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자금부담문제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에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2006년 카타르에
법인을 설립한 천조건설은 현대건설이 수주한 발전․담수 복합
발전소(RAPO), 카프코 비료공장 5단계 공사(QAFCO-5), 펄(Pearl)
GTL(Gas-to-Liquid)-5 및 현대삼호중공업이 수주한 나킬라트 조
선소(Nakilat Shipyard)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크레인 임대사업
을 펼치며 카타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49) 특히 각종 인프라 사업의 진행과 함께 향후 건설장비 수
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장비 임대업의 성
장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50) 또한 집중적인 인프라 건
설로 대규모 건물과 시설이 늘어나면서 건물종합관리사업도 새
로운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월드컵을 앞두고
카타르에서는 오피스 및 호텔 종합관리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
데 삼구아이앤씨는 카타르에 신규법인 삼구나스를 설립하고 건
물종합관리사업에 진출했다. 삼구아이앤씨는 카타르와 호텔 및
오피스빌딩 등 20여 곳에 미화, 경비, 시설 등 건물종합관리
49) 천조건설(2013), p. 27.
50) 카타르 한인 상공인협의회 관계자 인터뷰 내용(201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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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나갈 예
정이다.51)
한편 카타르 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뿐 아니라 대부분의 원자
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제조업 진출도 전
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양산
업으로 여겨지는 부류의 제품들이 카타르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
아 이 제품들의 공장 건설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 시장 자체는 작지만 GCC내 무관세정
책으로 카타르에서 생산한 제품을 주변국가로 수출할 수도 있어
제조업을 통한 시장개척의 가능성도 큰 편이다. 또한 인구증가
로 소비재 품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향후 품목 수요 추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상품보다는 우리만이 가
지고 있는 강점을 살린 특수 제품을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카타르는 유럽, 아프리카, 인도 시장 등
으로의 수출을 고려했을 때 지리적 이점도 갖추고 있어 국내
유망 중소기업 진출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1) ｢빌딩관리업체 삼구이앤씨, 카타르 진출｣(201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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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지원 및 협력 분야 확대
다른 중동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카타르 역시 프로젝트 수
주에 있어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이 때문에 현지
기업들은 정부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한국기
업에 유리한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카타르 경제협력위원회 등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국가 차원의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기업간의 활발한 교류
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카타르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은행들의 카타르 진출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은행들의 카타르 진출전략으로는 토목 및 건설 사
업과 천연가스 설비사업 등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이 제안되
고 있다. 카타르 도하 은행은 2012년 14억 달러 수준인 국내 은
행에 대한 여신을 더 늘리고 카타르 진출을 원하는 국내 은행들
의 현지 지점 개설을 도울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금융분야의 협력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52)

52) ｢월드컵 특수, 한국 은행에 기회｣(201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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