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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에너지 수입과 해외 건설을 통해 중동 산유국과
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2010년대 초반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고유
가 시대에는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대중동 진출도 활발해지고 이를 통한 고용 창출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중반 이후 국제유가가 급속히 하락하면서 그동안의 한
ㆍ중동 협력관계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
동 산유국 경제에는 최근 과도한 석유부문 의존도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나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국민경제 안정
성이 떨어졌고, 재정 부담을 줄이지 못하면 성장동력과 고용 창출에 큰 어려움
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저유가시대에도 어떻게 한ㆍ중동 경제협력 관계
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 원유
시장의 수급구조 변화를 통해 최근 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을 살펴보고,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유가 하락의 경제적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저유가 시기에 우리나라와 중동 각국이 공
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면서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
가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위기에서 기회요인을 모색하고, 새로운 협력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석유부문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부문
확대를 도모하는 중동 산유국의 정책 방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협 부문을 다
변화하고 투자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도급형 해외건설 프로젝트와 수출만으로는 중동 산유국과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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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반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다양한 경제적 영향과 중동 산
유국의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부의 대중동 경협 프레임워크 및
기업의 대중동 진출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원장 현 정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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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제 원유시장의 수급구조 변화를 통해 최근 유가 하락의 배
경과 전망을 살펴보고,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유가 하락의 경제적 영향과 그
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적 저유가 시기에 한국과 중동
국가들이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면서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 하반기 이후의 유가 하락은 국제 원유시장에서의 수급구조 변화에
서 초래된 측면이 크다. 셰일오일 등 비전통자원의 공급이 확대되었으나
OPEC 회원국은 시장점유율 경쟁을 위해 생산을 줄이지 않아 국제 원유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전반적인 세계경제는 저성장 상태가 장기간 지
속되면서 원유소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특히 지난 2000년대 세계 원유 소비
증가를 이끌었던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원유소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서 국제 원유시장에서 셰일오일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셰일오일은 생산성 증가를 통해 생산단가를 계속 낮추면서 OPEC 국
가의 가격경쟁력을 위협하는 한편, OPEC 국가의 생산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셰일오일
업체들은 국제유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유휴 생산시
설이라도 수개월 내에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과잉 구조는
적어도 향후 2~3년간은 지속될 것이며, 그에 따라 최근의 유가 하락 국면도 유
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GCC 산유국은 재정, 투자, 금융 등 다방면에 걸쳐 저유가의 영향을 받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국가들은 석유부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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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왔으나, 석유수출로 인한 수입이 급감하면서 정부 재정 측면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정부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을 크게 줄
이지 못해 재정 적자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국부펀
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재정적 어려움에 직
면하면서 재정개혁을 통한 지출 감축과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추진되
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도 우선순위
를 두고 선별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교육, 공공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부문 지
출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동안 GCC 프로젝트 시
장의 주요 수주국이었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대GCC 건설수
주 규모는 2014년 이후 감소 추세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재정악화와 유
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GCC 산유국 프로젝트 시장이 향후 정부주도 시장에서
민간주도 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
이한 GCC 프로젝트 시장으로의 진출전략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CC 국가들은 성장둔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강조하였던 경제다
각화 정책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국가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앞
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4월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부처별 목표를 제시한 ‘국가변혁계
획’을 6월에 발표하였다. UAE는 ‘아부다비 계획’, ‘두바이 산업전략 2030’ 등
을 수립하며 전략산업 개발 및 공공 부문 개혁에도 힘쓰고 있다. GCC 국가들
은 신재생 에너지를 주축으로 한 각종 전략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계획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여성을 포함한 자국민 고용 확
대 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6 • 국제유가 하락과 한ㆍ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석유, 천연가스, 전기 및 수도 요금 등에 대한 보조금
을 삭감하여 경상지출을 줄이는 한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도입을 포함
하여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외환보유액과 국부펀드의 외화자
산을 통해 정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국채 및 정부 대출
을 확대하는 것으로 재원마련 전략을 바꾸고 있다. 그 외에도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다각화 및 저유가에 의한 재원 부족을 해
결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법 및 회사법 개정 등을 통
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민관협력 프로젝트 도입을 통해서는 민간 및 외
국인의 프로젝트 개발 동참에 의한 효율성 증대와 투자재원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부펀드의 구조개혁도 추진하여 자국의 유동성 확보 및 전략
산업 육성에도 활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유가 하락 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
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한ㆍ중동 경협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먼저 중동 산유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다각화에 초점을
맞춘 산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중동 산유국이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
는 분야에 국내 자본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
의 입장에서는 GCC 산유국의 민간부문 확대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산업협력의 다각화는 양국간의 일자
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에너지 협력 부문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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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015년 기준)를 GCC 산유국에 의존하는 만큼 GCC 산유국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에너지 협력을 단순히 석유 및 가스의 원활
한 수입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제다각화의 기반이 되는 전력 인프
라의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신재
생에너지 개발 사업, 그리고 산업 플랜트, 오피스 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을 제
고하는 사업 등에서 새로운 협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양국의 금융조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 기반을 구축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산업 협력과 에너지 협력은 수출이나 단순 도급형 프로
젝트만으로는 경협관계를 심화시킬 수 없고 반드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금융조달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프로젝트 수
주가 어렵다. 따라서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상업은행, 그리고 해외 개발금
융기관 간의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금
융조달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투자 협력은 산업 및 에
너지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산업 및 에너지 협력의 일부분으로 간주되
어서는 안된다. 투자 협력은 고유의 전문성과 협력 채널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타 부문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협력 목표와 추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로는 정부간 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중동 국가의 의사결정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간
협의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양국간
정상회담, 고위관료급 회담, 실무진 회담 등 협력 채널을 다변화하고, 양국 부
처간 협의 및 조정,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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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동지역 산유국 경제는 석유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 원유 공급원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GCC(Gulf
Cooperation Council)의 주요 국가들을 보면,1) 각국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
지만 대체로 재정 수입이나 수출 면에서 석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전
후에서 80%대에 이르고 있다.2) 따라서 이 국가들의 거시경제 및 재정 안정성
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
출하는 인프라 개발계획이나 신산업 육성도 재정 수입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 등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사실상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10여 년간 지속된 국제유가 상승은 중동지
역 산유국의 인프라 구축 및 경제 다각화(economic diversification)를 위한
재원 마련에 크게 기여하였다(그림 1-1 참고). 도로, 항만, 공항 등 물류 기반시
설과 정유 및 석유화학 관련 플랜트를 확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양산되었
다. ‘아랍의 봄’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임금인상과 보건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 서비스 확대 조치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1970년
대 중동 진출에 뒤이은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고 중동 국가들과 보건의료 협
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유가가
2014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중동 산유국 경제는 과도한 석유 부문
의존도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중동 산유국은 제조업
부문의 수출 비중이 작고 석유 부문의 수출 비중이 큰데, 유가가 하락하면서 총수
출액은 감소하고 결국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다(그림 1-2 참고). 이는 통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 자본 유출 증가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
1)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권형 외(2015), p. 3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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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명목유가 및 실질유가 변동 추이
(단위: 달러)

주: 실질유가는 2010년도 미국 달러 가치 기준임(이후 실질유가는 모두 동일함).
자료: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http://www.worldbank.org/en/research/commodity-markets
(검색일: 2016. 10. 14).

등과 같이 자국 통화가치를 달러화에 고정시킨 국가들은 환율제도에 대한 불확실
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상수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비석유 부문의 수출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단기간 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3)
둘째, 중동 산유국은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이 석유 수출액에서 이전되는데,
유가 하락으로 석유 수출액이 줄어들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다. ‘아
랍의 봄’을 계기로 늘어난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되
었다. 보조금 삭감 등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안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동 산유국 정부로서는 조심
스러울 수밖에 없다.4)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각종 수수료 인상이나 신규 조세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나 이는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국채 발행 등 정부 차입을 통해 재정을 확충할 수도 있으나 최근 이자율

3) 또한 비석유 부문의 수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달러 페그제 포기를 통해 환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러한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외환보유고 및 국부펀드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3장 3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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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GCC 4개국의 원유 생산량, 수출량 및 수출액 추이
(단위: 천 b/d(좌), 백만 달러(우))

주: GCC 4개국은 오만과 바레인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를 말함.
자료: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Data download, http://asb.opec.org/index.php/data-download
(검색일: 2016. 7. 25).

상승, 국가신용도 하락 등으로 차입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가 하락으로 석유부문이 위축되면서 유전 탐사, 개발, 생산, 정제 등
다양한 부문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
도 감소하고 있다.5) 중동 산유국은 산업구조 측면에서 석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석유 부문의 투자 위축은 전반적인 경제성장 동력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중동 산유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비단 중동 산유
국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중동 산유국에서 역내 비산유국으로 이전되는
해외송금과 해외원조가 감소함으로써 중동지역 전반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중동 산유국을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삼는 국가들의 수출도 악화시
킴으로써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해외건설을
5) FDI 유입 감소에 대해서는 3장 4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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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GCC 지역에서의 해외건설 수주액과 국제유가 추이
(단위: 달러(좌), 십억 달러(우))

자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검색일: 2016. 7. 15);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http://www.worldbank.org/en/research/commodity-markets(검색일: 2016. 10. 14).

통해 대중동 수출을 늘리고 외화자금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해외건설 수주액도 크게 줄고 이에 따라 교역규모 등 전반적인 한
ㆍ중동 경제협력 관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림 1-3 참고). [그림
1-3]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상대적으로 저유가시기였던 1980년대 중
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제2의 중동 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국내기업들의 대중동 진출도 활발해졌으나 다시 새로운 저유가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는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한ㆍ중동 경제협
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 원유시장의 수급구조 변화를 통해 최근 유가 하락
의 배경과 전망을 살펴보고,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유가 하락의 경제적 영향
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적 저유가 시기에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면서 한ㆍ중동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
켜 나갈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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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본 연구가 앞서 언급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루고자 하는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원유시장의 수급구조를 살펴보면
서 최근 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을 분석한다. 유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로는 수급구조 이외에 지정학적 및 금융적 환경 변화, 석유 탐사 및 생산기술
향상,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 개발 성과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계량적인 유가 전망 자체가 연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 변동의 중장기적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원유시장의 수급구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둘째, 국제유가 하락이 GCC 산유국의 교역, 재정, 투자 등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1차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앞서 연구 배경으로서 유
가 하락이 산유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언급했지만, 이후 3장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국가별 및 부문별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GCC 산유국은 유가 하락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여 경제다각화,
재정 확충,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넷째, 상대적 저유가 기조 및 그에 따른 GCC 산유국의 새로운 정책 환경에
서 지속적인 동반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한ㆍ중동 경제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중동 진출의 주요 형태였던 단순도급
형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국산 제품 수출만으로는 한ㆍ중동 경협관계의 심
화를 기대할 수 없다. 석유 부문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 부문 확대를 도모하는
GCC 산유국의 정책 방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협 부문을 다변화하고 투자 협
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본 연구 대상으로서 GCC 산유국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 절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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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요 중동ㆍ북아프리카 산유국의 석유 및 가스 자원(2015년)
석유
구 분

확인 매장량
(십억 배럴)

비중
(%)

사우디아라비아

266.6

UAE

97.8

카타르

천연가스
연간 생산량
(천 b/d)

비중
(%)

15.7

12,014

5.8

3,902

25.7

1.5

쿠웨이트

101.5

이란

157.8

이라크

확인 매장량

연간 생산량

(조 m3)

비중
(%)

(십억 m3)

비중
(%)

13.0

8.3

4.5

106.4

3.0

4.0

6.1

3.3

55.8

1.6

1,898

1.8

24.5

13.1

181.4

5.1

6.0

3,096

3.4

1.8

1.0

15.0

0.4

9.3

3,920

4.2

34.0

18.2

192.5

5.4

143.1

8.4

4,031

4.5

3.7

2.0

1.0

-

리비아

48.4

2.8

432

0.5

1.5

0.8

12.8

0.4

알제리

12.2

0.7

1,586

1.6

4.5

2.4

83.0

2.3

소계

853.0

50.2

30,878

33.0

84.5

45.2

647.9

18.2

주: 비중은 전 세계 대비 비중임.
자료: BP(201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pp. 6-22.

본 연구에서 GCC 산유국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 국가들이 최근 새
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와 관련
된 정책이나 관련 통계도 상대적으로 취득하기가 용이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산유국으로는 GCC 국가들 이외에 걸프 지역의 이
란, 이라크, 북아프리카 지역의 알제리, 리비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모두 경제 관련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이라크, 알제리, 리
비아 등은 내전과 극단적 이슬람주의의 테러 위협 등으로 일관된 정책 집행이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치안이 불안하여 현지 조사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란은 2012년부터 국제사회의 제재로 원유 수출이 제한되었다가 2014년 제재
해제 이후 원유 수출이 증가하면서 유가 하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제재
기간 중에 이미 보조금 개혁과 저항경제(resistance economy) 정책 등으로
석유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진 상태여서 최근 유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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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GCC 국가의 경제 및 인구 규모(2015년)

구 분

GDP
규모(십억 달러)

인구
비중(%)

규모(백만 명)

비중(%)

1인당
GDP(달러)

사우디아라비아

646.0

46.4

31.4

59.7

20,582.6

UAE

370.3

26.6

9.6

18.3

38,649.9

카타르

166.9

12.0

2.4

4.6

68,940.0

쿠웨이트

114.1

8.2

4.1

7.8

27,756.4

오만

64.1

4.6

3.8

7.2

16,699.2

바레인

31.1

2.2

1.3

2.4

24,057.6

소계

1,392.5

100.0

52.6

100.0

-

한국

1,377.9

98.9

50.6

96.2

27,221.5

주: 1) GDP 수치는 경상가격 기준임.
2) 비중은 GCC 6개국 합계 내 비중임.
자료: IMF, Data,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6(검색일: 2016. 10. 26).

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GCC 산유국은 다른 지역의 산유국들에 비해 정치ㆍ경제적 여건 면에
서 서로 동질성이 커서 비록 지역적인 한계는 있지만 산유국 환경에 일반화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가 용이하고, 최근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관계도
중동지역에서는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향후 저유가 환경에서 대중동 경
협방안 마련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7) GCC 6개
국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경제 및 인구 규모나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4개국에 대해 보다 많은 분석
이 이루어질 것이다(표 1-2, 표 1-3 참고).8)
본 연구 수행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먼저 국제 원유시장의 수급구조 및 유가
변동, 유가 하락이 GCC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응한 GCC 국가들의 정책
동향 등에 관련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 및 중동 산유국
7) 그러나 물론 GCC 6개국도 각국마다 상이한 정치적 상황과 경제 구조가 존재하고, 정책적 및 제도적 환
경이 서로 달라 우리나라와 GCC 6개국 각국간의 양자 협력관계는 차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8) 또한 오만과 바레인은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회원국에도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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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GCC 국가별 경제협력 현황(2015년)
(단위: 백만 달러, 천 Bbl, %)

구 분

한국과의 교역 규모(백만 달러)
수출

수입

소계

원유수입량
(천 Bbl)

해외수주액
(백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9,482

19,561

29,043

305,779

3,592

UAE

6,077

8,615

14,692

99,835

382

카타르

674

16,475

17,149

123,228

2,132

쿠웨이트

925

8,973

9,898

141,856

4,961

오만

939

2,888

3,827

2,897

701

바레인

187

499

686

0

655

소계(A)

18,284

57,011

75,295

673,595

12,423

한국 전체(B)

526,757

436,499

963,256

1,026,107

46,144

3.4

13.1

7.8

65.6

26.9

GCC 비중(A/B)(%)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7. 19); 한국석유공사, Petronet, 국내석유정보,
http://www.petronet.co.kr/main2.jsp(검색일: 2016. 7. 19);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
(검색일: 2016. 7. 15).

경제 동향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체계적인 분석은 많지 않지
만, IMF, 세계은행, 한국은행, 코트라 등 국내외 경제 관련기관들의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Baffes et al. 2015; Sommer et al. 2016; 박종현, 강태헌
2015). GCC 경제와 관련하여 재정, 조세제도, 에너지 보조금 등 특정 주제별
로 연구된 보고서도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lreshan et al.(2015)은 GCC
국가의 조세제도를 분석하면서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하고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부가세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용호 외
(2015)는 저유가로 인한 MENA 지역 주요 8개 산유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 성
장둔화와 같은 영향과 해당 국가들의 국채 발행, 보조금 개혁,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구조조정 등의 정책 변화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우리의 대응전략도 제
시하고 있다.
국제원유시장의 수급구조나 유가 동향의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국제에너지
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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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한국석유공사, 국제금융센터 등 국
내외 기관들의 1차 데이터 및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GCC 경제 관련 기초 통계
는 각국별 경제 부처, 중앙은행, 통계청 등의 1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른 나
라와의 통계 비교를 위해서는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Regional
Economic Outlook, 세계은행의 국가별 Doing Business 데이터(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등도 참고하였다. 이러한 1차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없는 데이터는 국내외 연구기관 보고서나 신문기사 등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또한 기존 문헌과 1차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얻을 수 없는 현지 업계 동향이나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Tulsa)시에
소재한 국내 셰일자원 개발업체를 방문하는 한편, 미국의 석유 관련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텍사스주 휴스턴시에서 석유 트레이더, 석유개발 엔지니어, 석
유산업 컨설턴트 등과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9)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연구 목적 및 범위에 따라 모두 5개의 장으로 서술된
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 범위, 방법론, 기존 연구와의 차별
성 등을 설명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힌다. 2장에서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이 되는 국제 원유시장의 수급구조를 살펴보고 향후 국제유가 흐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최근 유가 하락이 교역,
재정, 투자, 금융 등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4장에서는 GCC 산
유국이 유가 하락이라는 새로운 현실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자국의 경제구조와
제도를 개혁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
9) 이를 위해 2016년 4월 11~16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시와 텍사스주 휴스턴시로 국외 출장을 다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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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분석된 GCC 산유국 경제의 구조 및 향후 대응전략을 기반으로 한ㆍ중동
경제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국제유가 하락이
중동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1차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산업구조, 교역, 재정, 외
환보유고, 국부펀드, 외국인직접투자, 환율 등 각 부문별로 조사하고, 이를 기반
으로 단편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부문간 연계에 주목하면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국제유가 하락의 경제적 영향이나 그에 대응한 정책방안 등을
분석하면서 중동 산유국의 일반적인 변화 방향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 특성을 도
출하여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셋째, 최근 유가 하락에 따
른 중동 산유국 경제의 위험요인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국가들의 대응전략
분석을 통해 기회요인을 부각시키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한ㆍ중동
경제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넷째, 향후 지속가능한
한ㆍ중동 경제협력 프레임워크로서 산업협력의 다변화와 투자협력 강화를 강조
함으로써 기존 협력관계와 차별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의의는 최근 유가 하락에 따라 한ㆍ중동 경제협력이 약
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하락이 오히려 중동 산유국
에는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한ㆍ중동 경제협력도 이러
한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러
나 본 연구는 GCC 6개국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란이나
이라크 또는 북아프리카의 산유국들에 대한 분석은 후속 과제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1장 머리말 • 25

제2장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

1. 개요
2. 국제유가 변동 추이
3.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
수요구조의 변화
4.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
공급구조의 변화
5. 향후 국제유가 전망 및 시사점

1. 개요
국제유가는 1960년대 말까지 국제석유기업(IOC: International Oil Company)간 조정에 의해 6개월 또는 12개월간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
다.10) 그러나 아랍 산유국이 1973년 10월의 아랍-이스라엘 전쟁을 계기로 석
유 무기화 정책을 취하고, 1979년 2월 이란 이슬람 혁명의 여파로 국제 원유시
장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제유가의 변동폭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는 세계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 심화에 큰 영향을 미친 두 차
례의 유가 폭등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는 북해 및 멕시코만 유전 개발 확대로 국제 원유
시장의 유동성이 커지고 현물시장이 발달하면서 유가 변동에 대한 원유 수급구
조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반면 국제 원유시장에서 OPEC의 공급 비중이
줄고 OPEC 회원국들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 카르텔로서 OPEC의 영향력
은 1970년대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결국 1990년대 말까지 국제유가는 저
유가 기조를 유지하였다.
2000년대부터는 세계경제의 통합(globalization)과 석유자원의 금융상품
화(financialization)로 OPEC의 유가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감소하였
다. 오히려 원유 관련 선물 및 옵션 시장에서 비상업적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면서 지정학적 갈등 정도, 원유재고 수준, 기후적 요인 등이 변화할 때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에 따라 단기적인 유가 변동성이 증폭되었다. 2010
년대에는 북미를 중심으로 비전통 오일의 생산이 크게 늘었고, OPEC 산유국
사이에서도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증산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국제 원유시장
의 유동성은 더욱 커졌다.11) 여기에 세계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유가 하락
10) Aguilera and Radetzki(2016), p. 14 참고. 1960년대 국제유가는 1960년 배럴당 1.63달러에서
1970년 1.21달러로 소폭의 하향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1971년 상반기 유가는 배럴당 1.64달러로
전년대비 35.5% 상승하였고, 1973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발발 직전인 1973년 9월 유가는 배럴당 2.70
달러를 기록했다(World Bank, Commodity Markets, http://www.worldbank.org/en/resear
ch/commodity-markets(검색일: 2016. 10. 14) 참고. 이후 본 장에서 언급된 유가는 별다른 설명이
없는 한 모두 두바이유 기준 월별 평균 유가이며, 앞서 언급한 세계은행 자료를 참고하였음).

28 • 국제유가 하락과 한ㆍ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그림 2-1. 국제 원유시장 수급 동향
(단위: 백만 b/d(좌), 달러/배럴(우))

자료: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Data Browser, https://www.eia.gov/forecasts/steo/tables/?tableNumber
=6#startcode=199701&endcode=201612&periodtype=m(검색일: 2016. 10. 17);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http://www.worldbank.org/en/research/commodity-markets(검색일: 2016. 10. 14).

압력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 원유시장은 1970년대 초반 이후 단기적인 유가 변동성이 크
게 증가함과 동시에 원유수급 요인이 중장기적 유가 추세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원유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은 초과수요 상태에서는 유가가 올라가고, 그 반대인
초과공급 상태에서는 유가가 내려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국제유가의 전망 그 자체가 아니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한ㆍ중동 협력방안의 제시인 만큼, 본 장에서는 한ㆍ중동 경협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대적 저유가 기조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라는 측면에 주안
점을 두고자 한다. 즉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원유 수급구조를 이
해하고 그 구조의 변화 방향에 따라 향후 유가의 흐름을 전망하고자 하는 것이
다. 먼저 2절에서는 지난 197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유가 등락에 따라 유가 상
승기와 유가 하락기를 구분하여 유가 변동의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3절과 4절
에서는 각각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수요구조 및 공급구조에 대해
11) 이에 대해서는 본장 4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제2장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 • 29

상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수급구조의 변화 추세를 통
해 향후 중기적 관점에서의 유가 흐름을 전망해보고 중동 산유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국제유가 변동 추이
본 절에서는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변동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부터 최
근까지의 국제유가 변동 추이를 크게 4개 국면으로 구분하여 개략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표 2-1 참고).
표 2-1. 국제유가 변동 추이(두바이유 기준)
시기

원인 및 특징
∙ 아랍 산유국의 대미 원유수출 중단 조치로 1973년 12월 배럴당 4.10달러
에서 1974년 1월 13.00달러로 폭등
∙ 이란 정정 불안 및 원유 생산 감소로 1978년 11월 배럴당 13.20달러에서
1년 뒤인 1979년 11월 39.50달러로 3배가량 상승
∙ 1980년 11월 배럴당 39.75달러로 정점에 이름

유가
상승기 I

1971년 1월~
1980년 11월
(9년 11개월)

유가
하락기 I

∙ 북해 및 멕시코만 유전 개발 확대 및 OPEC의 생산량 감축 정책 포기로
유가 하락
∙ 1986년 1월 배럴당 25.40달러에서 2월 14.80달러로 전월대비 41.7%
1980년 12월~
하락, 1986년 7월 7.85달러까지 하락
1999년 2월
∙ 1차 걸프전쟁 개시로 1990년 8월 25.00달러로 폭등하기도 하였으나
(18년 2개월)
1991년 2월 14.45달러로 다시 하락
∙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1998년 3월 11.53달러 기록
∙ 1999년 2월 10.05달러로 1986년 7월 이후 최저치 기록

유가
상승기 II

1999년 3월~
2014년 6월
(15년 3개월)

∙ 1999년 이후 세계경기 회복으로 2000년 10월 30.22달러 도달
∙ 2000년대 초중반 중국 등 신흥국 에너지 수요 증가로 2008년 7월 131.22
달러까지 상승
∙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12월 배럴당 41.00달러까지 급락
∙ 2011년 2월 100.25달러로 100달러대 돌파, 2014년 8월까지 유지

2014년 7월~

∙ 비전통 오일 생산 증가 및 OPEC 산유국의 증산, 세계경제 침체로 2014년
7월부터 급락 추세
∙ 2015년 1월 배럴당 45.98달러까지 하락, 그 이후 동년 5월 63.69달러까
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
∙ 2016년 1월에는 27.00달러까지 하락

유가
하락기 II

주: 유가는 두바이유의 월별 평균가격(배럴당 기준)임.
자료: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http://www.worldbank.org/en/research/commodity-markets(검색일:
201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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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가 상승기 I (1971년 1월~1980년 11월)
1970년대 초반 이후의 유가 상승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심화에 따라
국제 원유시장에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데서 나타났다. 먼저 아랍 산유국
들은 1973년 10월 아랍-이스라엘 전쟁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1974년 3월까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중단하였다.12) 이
에 따라 1973년 9월 유가가 배럴당 2.70달러였으나 10월에는 4.10달러로 전
월대비 51.9% 상승했고, 1974년 1월에는 배럴당 13.00달러로 3배 이상 폭등
하였다. 아랍 산유국이 미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재개하면서부터는 유가가 다시
안정을 되찾아 1974년 4월부터 1978년 10월까지 배럴당 10~12달러대로 완
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1978년 말부터 이란 정정이 불안해
지고 이란의 원유 생산이 감소하면서 국제유가가 1978년 11월 배럴당 13.20
달러에서 1년 뒤인 1979년 11월 39.50달러까지 3배가량 상승했다.

나. 유가 하락기 I (1980년 12월~1999년 2월)
1980년대와 1990년대는 북해 및 멕시코만 유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유전
개발이 확대되면서 비OPEC 국가의 원유 공급이 크게 늘었고, 1980년대 중반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OPEC 회원국들이 생산량 감축 정책을 포기하
면서 유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또한 1970년대 말부터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신흥국의 외채문제로 원유 수요가 둔화되었다는 점도 유
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국제유가는 1980년 11월 배럴당 39.75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1986년 1
월 25.40달러까지 완만하게 감소했다. 그러나 OPEC 회원국들이 증산 결정을
하면서 유가는 1986년 2월 14.8달러로 전월대비 41.7% 하락했고, 같은 해 7
12) Griffin and Teece eds.(1982), p. 12 참고.

제2장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 • 31

월에는 7.85달러로 한 자릿수 유가를 기록했다. 이후 1990년 7월까지는 10달
러대의 낮은 유가 수준을 유지했다.
1990년 8월부터 1991년 2월까지 이어진 1차 걸프전쟁의 여파로 이라크의
원유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한때 유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즉 1990년 7월 유
가가 배럴당 15.30달러였으나 그 다음달에는 25.00달러로 전월대비 63.4%
급등했고, 상승추세는 1990년 10월 31.55달러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991년
2월 전쟁이 종료되면서 유가도 14.45달러로 급등 이전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1996년 9월부터 1997년 1
월까지 배럴당 20달러를 넘기도 하였으나,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1998년
2월부터 1999년 3월까지 배럴당 10~12달러대를 기록했다.

다. 유가 상승기 II (1999년 3월~2014년 6월)
1999년 초반부터는 선진국 및 신흥시장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가
가 오르기 시작했고, 2000년 10월에는 배럴당 30.22달러까지 상승했다. 그러
나 닷컴(dotcom) 거품이 빠지고 9ㆍ11 사태가 발생하면서 세계적인 경기침
체가 나타나고 불확실성이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유가는 2001년 11월 다시
17.53달러까지 하락했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다시 중국, 브라질 등을 비롯한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
가 커지면서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2004년 3월 배럴당 30달러대에 진입
한 이후 2008년 7월 131.22달러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가는 2008년 12월 41.00달러까지 급락하였다.
글로벌 위기의 여파로 인한 유가 하락 추세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
및 원자재 수출국의 투자가 다시 확대되면서 반전되었다. 2009년 4월에는
50.18달러로 50달러대에 진입했고, 1년 뒤인 2010년 4월에는 83.09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 이후 1년이 채 안된 2011년 2월에는 100.25달러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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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으며, 2014년 8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평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
로 유지되었다.

라. 유가 하락기 II (2014년 7월~현재)
2010년대 초중반부터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었지만 원유 공
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셰일오일, 오일샌드 등 미국 및 캐나다의
비전통 원유 생산이 확대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PEC 산유국의 증산
으로 여유생산능력은 감소추세를 나타냈다(그림 2-2 참고). 반면 수요 측면에
서는 미국을 제외한 여타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중국 등 신흥국의 경
제성장이 둔화하면서 원유소비 증가율이 원유공급 증가율을 밑돌았다. 이에 따
라 2014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8월 월평균 유가
는 배럴당 101.85달러였으나 1년 뒤인 2015년 8월에는 47.22달러까지 내려
갔고, 2016년 1월에는 27.00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급
락한 배경에 대해서는 3절과 4절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그림 2-2. 원유 소비 및 공급 증가율과 OPEC 여유생산능력 추이
(단위: %(좌), 백만 b/d(우))

자료: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Data Browser, https://www.eia.gov/forecasts/steo/tables/?tableNumber=
6#startcode=199701&endcode=201612&periodtype=m(검색일: 2016. 10. 17);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https://www.eia.gov/forecasts/steo/query(검색일: 201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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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 수요구조의 변화
유전에서 채굴된 원유는 일정한 정제과정을 거친 이후 발전용이나 수송용
연료, 또는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만큼 원유
에 대한 수요는 특정 부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물류, 즉 전반적
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원유 소비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3]에서 보
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 세계 경제성장률이 상승추세를 나타낼 때 원유 소비
도 빠르게 증가했고,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원유소비량 자체가
감소하기도 했다. 최근 원유소비 증가율이 1%대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도
2011년 이후 세계경제가 저조한 성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와 같이 원유소비 증가율을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로 구분
하여 비교해보면, 비OECD 국가, 즉 신흥경제권 국가들의 원유소비 증가율이

그림 2-3. 세계 경제성장률과 원유소비 증가율
(단위: %(좌), 백만 b/d(우))

주: 2016년도 데이터는 추정치, 2017년도 데이터는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IMF, Data,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6(검색일: 2016. 10. 26);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https://www.eia.gov/forecasts/steo/query(검색일: 201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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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OECD 및 비OECD 국가의 원유소비 증가율 비교
(단위: %)

주: 2016년도 데이터는 추정치, 2017년도 데이터는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https://www.eia.gov/forecasts/steo/query(검색일: 2016. 11. 14).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신흥경제권 국가들의 경제성장 속도가 그만큼
더 빠른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힘입어 [그림 2-5]에서 보는 것처럼
비OECD 국가들의 원유소비량은 1990년대 말 OECD 국가 원유소비량의

그림 2-5. OECD 및 비OECD 국가의 원유소비량 비교
(단위: 백만 b/d(좌), %(우))

주: 2016년도 데이터는 추정치, 2017년도 데이터는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https://www.eia.gov/forecasts/steo/query(검색일: 201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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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주요국의 원유소비량 비교
(단위: 백만 b/d)

주: 2016년도 데이터는 추정치, 2017년도 데이터는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https://www.eia.gov/forecasts/steo/query(검색일: 2016. 11. 14).

60%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14년부터는 OECD 국가 원유소비량을 상회하
기 시작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OECD 국가의 원유소비량이 감소 또
는 정체해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10년간의 원유소비 증가는 대부분 신흥
경제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비OECD 국가들
의 원유소비 증가율이 감소추세로 돌아섰는데, 이러한 추세가 최근 세계 원유
소비 증가세 둔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2-6]은 주요국의 원유소비량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
유를 소비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하루 2천만 배럴 내외를 소비하고 있다. 그 다
음으로는 중국이 가장 많이 소비하여 2015년 기준으로 원유소비량이 하루
1,100만 배럴을 상회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 2위의 원
유소비국이었으나 점차 소비량이 줄어 2016년에는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4
위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국별 비교에서도 OECD에 속한 미국과
일본은 원유소비량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으나 브릭스(BRICs)에 속하는 중
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은 1990년대 말보다 더 많은 양의 원유를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국가들도 인도를 제외하면 [그림 2-7]에서처럼 2010년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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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주요국의 원유소비 증가율 비교
(단위: %)

주: 2016년도 데이터는 추정치, 2017년도 데이터는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https://www.eia.gov/forecasts/steo/query(검색일: 2016. 11. 14).

반부터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3) 더욱이 주요 산유국에
속하는 러시아와 브라질은 2015년부터 원유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에 따라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원유소
비량도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유에 대한 수요구조는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대
체에너지원과의 에너지 믹스(energy mix)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차 에너지원으로서 석유의 소비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3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이는 1970년
대 두 차례의 유가 폭등 이후 세계 각국이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
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나타난 글로벌
오일 쇼크는 가격요인 이외에도 화석에너지의 고갈 위험과 지구환경 오염 문제
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각국마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성 제
고, 대체에너지원 개발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강구하였고, 그 결과 에너지 소비

13) 인도는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2014년부터 원유소비 증가율이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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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세계 에너지 소비 비중 추이(1970~2015년)
(단위: %)

주: 신재생에너지는 수력, 태양력, 풍력, 지열력 등을 포함.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6 data workbook, http://www.bp.com/en/global/corporate/
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of-world-energy.html(검색일: 2016. 7. 27).

구조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그림 2-9]는 전 세계 GDP 대비 석유소비량을
나타낸 석유소비지수 추이를 보여주는데, 이 역시 1970년대 말 이후 동일한 경
제규모 대비 석유소비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2-9. GDP 대비 석유 소비지수 추이
(단위: 천 b/d)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6 data workbook, http://www.bp.com/en/global/corporate/
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of-world-energy.html(검색일: 2016. 7. 27; IMF, Data,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6,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6/01/weodata/
index.aspx(검색일: 201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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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 공급구조의 변화
본 절에서는 공급구조의 변화를 OPEC 회원국과 OPEC에 가입하지 않은 산
유국, 즉 비OPEC 산유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 대비 OPEC 회원국의 생산 비중 추이를 보면 44~45% 내외를 유지하다
가 2013년 초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 초에는 42%까지 내려갔고 이후
다시 44%대로 회복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10 참고). 이러한 비중의 변화는
최근 공급구조에서 나타난 두 개의 특징을 보여준다. 하나는 2013년부터 2015
년 초까지 비OPEC 산유국의 생산량이 OPEC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
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그림 2-11] 주요 산유국의 원유생산량 추이
를 보면 동 기간에 미국의 생산량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미국 원유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한 데에는 [그림 2-1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전통 오일, 즉 셰일오일의 생산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러
나 2015년 초부터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셰일오일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OPEC 회원국의 생산 비중은 다시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전통 오일에 비해 셰
그림 2-10. 전 세계 공급 대비 OPEC 회원국의 비중 추이
(단위: 백만 b/d)

주: 자료는 2016년 7월까지의 원유 및 리스 콘덴세이트(Lease condensate) 생산량을 나타냄.
자료: EIA, Total Energy, https://www.eia.gov/totalenergy/data/monthly/index.php(검색일: 20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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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주요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 추이
(단위: 백만 b/d)

주: 자료는 2016년 7월까지의 원유 및 리스 콘덴세이트(Lease condensate) 생산량을 나타냄.
자료: EIA, Total Energy, https://www.eia.gov/totalenergy/data/monthly/index.php(검색일: 2016. 10. 28).

일오일의 생산량 변동폭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부터 셰일오일
생산이 전통 오일보다 유가에 더 민감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OPEC 회원국 중 가장 생산량이 많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림 2-12. 미국 비전통 오일 생산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b/d(좌), %(우))

주: 자료는 2016년 7월까지의 통계수치를 나타냄.
자료: EIA, Total Energy, https://www.eia.gov/totalenergy/data/monthly/index.php(검색일: 2016. 10. 28); EIA,
Energy in Brief, Shale in the United States, http://www.eia.gov/energy_in_brief/article/shale_in_the_
united_states.cfm(검색일: 20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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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전 세계 공급 대비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 추이
(단위: 백만 b/d)

주: 자료는 2016년 7월까지의 원유 및 리스 콘덴세이트(Lease condensate) 생산량을 나타냄.
자료: EIA, Total Energy, https://www.eia.gov/totalenergy/data/monthly/index.php(검색일: 2016. 10. 28).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
림 2-13]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 세계 대비 생산 비중이 소폭
이긴 하지만 증가추세에 있다. 반면 [그림 2-2]에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OPEC의 여유생산능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우디아라비아가 1980년대 수행했던 생산량 조절
자(swing producer)로서의 역할을 포기했으며,14) OPEC 산유국이 생산량
통제를 통한 가격유지 전략보다는 시장점유율 유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 변화는 1980년대 생산량 감축을 통해 유
가 하락을 방어하려고 했던 노력이 실패했던 데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을 것
이다. 즉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OPEC은 1980년대 초반 유가가 하락하
자 회원국의 총생산량을 1979년 일일 3,115만 배럴에서 1985년 1,686만 배
럴로 줄였으나 유가는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점유율만 하락하는 결과를 초
래했다.15) 또한 OPEC 회원국 사이의 감산 할당량 배정이나 그에 대한 모니터
14) 1980년대 전반기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 조절자 역할에 대해서는 Sang Hyun Song(2015), pp.
354-36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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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이 용이치 않다는 점과 미국을 비롯한 비OPEC 산유국과는 감산 합의 도출
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유가
상승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감산은 직접적으로 재정수입의 감소를 의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산정책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5. 향후 국제유가 전망 및 시사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심해 유전이나 비전통 자원의 채굴
기술이 발달하고 신규 유전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국제 원유시장에서 유동
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현물시장이나 선물 및 옵션시장에서의
거래가 급증하였다. 반면 OPEC 산유국은 전 세계 대비 원유생산 비중이 줄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제 담합의 효과는 감소하였다
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원유시장에서의 수급구조가 전반적인 유가 흐름
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예기치 못한 금융위기나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단기적인 유가 변동은 그
위기나 갈등 상황이 종료되면 그 이전의 유가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3개월간 기준으로 30% 이상 급락
한 경우는 모두 여섯 차례였다(표 2-2 참고). 이 중 1990~91년은 앞서 설명되
었던 것처럼 제1차 걸프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1990년 10월 배럴당
31.55달러까지 급등하였다가 전쟁이 종료되면서 1991년 2월 다시 14.45달러
로 하락한 경우이다. 전쟁 발발 전인 1990년 7월 월평균 유가가 배럴당 15.30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전쟁으로 초래되었던 유가 변동이 전쟁이 종료되자 기존
유가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7~98년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
15) OPEC 생산량 수치는 EIA, Total Energy, International Petroleum(https://www.eia.gov/tot
alenergy/data/monthly/index.php, 검색일: 2016. 10. 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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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요 유가 하락 비교(두바이유 기준)
구 분

유가 및 하락폭

원인 및 특징

1985.11~
1986.7

26.90달러 → 7.85달러
(8개월간 월평균
14.3% 하락)

∙ 영국의 북해유전 개발 및 유가 자유화 선언과 사우디의 증산
결정에 따라 유가 하락
∙ 1986년 1월 배럴당 25.40달러에서 동년 2월 14.80달러로
전월대비 41.7% 하락
∙ 이후 2000년 중반까지 급락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1990.10~
1991.2

∙ 제1차 걸프 전쟁의 개시로 1990년 10월 배럴당 31.55달러에
31.55달러 → 14.45달러
이른 이후 1991년 2월 14.45달러까지 급락
(4개월간 월평균
∙ 1991년 3월~1997년 9월 중 월평균 유가는 배럴당 16.53
17.7% 하락)
달러

1997.10~
1998.3

19.06달러 → 11.53달러 ∙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유가 하락
(5개월간 월평균
∙ 1년 10개월만인 1999년 8월 배럴당 19.34달러로 하락 이전
9.6% 하락)
수준을 회복

2008.7~
2008.12

131.22달러 → 41.00달러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유가 하락
(5개월간 월평균
∙ 2년 7개월만인 2011년 2월 배럴당 100.25달러로 다시 세
20.8% 하락)
자릿수 유가 수준 도달

2014.6~
2015.1

108.01달러 → 45.98달러 ∙ 셰일오일 공급 확대와 신흥국 원유수요 위축으로 국제 원유시장
(7개월간 월평균
에서의 공급과잉 발생
11.5% 하락)
∙ 급락 이후 2015년 5월 배럴당 63.69달러까지 상승

2015.5~
2016.1

63.69달러 → 27.00달러 ∙ 글로벌 저성장 국면 장기화 및 국제 원유시장에서의 공급과잉
(8개월간 월평균
상태 지속
10.2% 하락)
∙ 2016년 5월 이후 배럴당 40달러대 유지

주: 3개월전 유가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를 포함한 시기를 선정. 유가는 월별 배럴당 기준임.
자료: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http://www.worldbank.org/en/research/commodity-markets(검색일:
2016. 10. 14).

파로 1997년 10월 배럴당 19.06달러에서 1998년 3월 11.53달러까지 하락한
경우이다. 이는 1999년 세계경기가 회복되면서 동년 8월 19.34달러까지 재상
승하였다. 2008년 하반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7월 배럴당
131.22달러에서 동년 12월 41.00달러까지 하락한 경우이다. 이는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2011년 2월 배럴당 100.25달러로 다시 세 자릿
수의 유가가 형성되었다. 이로써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경우 1년 10
개월 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2년 7개월 만에 각각 금융위기 이
전 수준의 유가를 회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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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85년 11월 배럴당 26.90달러에서 1986년 7월 7.85달러까지 급
락한 경우는 위의 사례와는 달리 2000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급락 이전의 유가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16) 이는 1985~86년의 유가 급락이 예기치 못했던 수
급 차질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북해 및 멕시코만 유전 등 신규 유전 개발과
OPEC 회원국의 증산으로 원유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진 반면 수요는 전반적
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과잉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4년 하반기 이후의 유가 하락도 1985~86년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을 나
타내고 있다. 예기치 못했던 수급 차질보다는 셰일오일 등 비전통자원의 공급
확대, OPEC 산유국의 증산, 글로벌 저성장 국면 지속 등으로 국제 원유시장에
서의 공급과잉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서 유가 하락의 배경을 찾을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유가 전망도 결국은 국제 원유시장에서의 공급과잉
구조가 언제 해소될 수 있는가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 먼저 [그림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 경제성장이 단기간 내에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는 어려
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세계 원유소비 증가율도 1%대의 낮은 수준을 유
지할 것이다. 특히 [그림 2-1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난 2000년대 세계
원유 소비 증가를 이끌었던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원유소비 증가
세 둔화가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국제 원유시장에서 셰일오일의 역할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즉 셰일오일 생산업체들은 생산성 증가를 통해 생산단가를 계
속 낮추면서 OPEC 산유국의 가격경쟁력을 위협해왔다. 또한 OPEC 산유국의
생산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국제유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유휴 생산
시설이라도 수개월 내에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17)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16) 1990년 10월 31.55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는 1차 걸프 전쟁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급등한 경우이
며,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개월 만에 바로 급등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17) 셰일오일 업체들은 중소기업이 많고 유가가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가 변동에 민
감하다. 셰일오일은 탐사에서 생산에 이르는 기간이나 생산 중단 후 재개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전통
자원보다 짧아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게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셰일오일 생산에는 자본비용
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중소 하청업체를 활용한 생산단가 인하 여지가 크다(SK Plymouth 셰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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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중국 경제성장률과 원유소비 증가율
(단위: %(좌), 백만 b/d(우))

주: 2016년도 데이터는 추정치, 2017년도 데이터는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IMF, Data,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6(검색일:
2016. 10. 26);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https://www.eia.gov/forecasts/steo/query(검색일:
2016. 11. 14).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과잉 구
조는 적어도 향후 2~3년간은 지속될 것이며, 그에 따라 최근의 유가 하락 국면
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18)
이러한 유가 하락은 중동 산유국 경제에는 일차적으로 석유 수출액, 재정 수
입 및 부가가치 생산의 감소로 이어져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석유 수출로 획득한 지대(rent)의 상당 부분은 석유 고갈에 대비한 산업
다각화 및 인프라 구축, 국부펀드를 활용한 미래 수익의 창출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경제활동의 저하를 의미한다. 결국
중동지역 산유국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지속가능한 지식기반 경제’라는 비
전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동 산유국은 단순히 거시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 조정보다는 경제다각화 및 민간 부문 확대를 어떻게

일 광구 담당자 인터뷰 내용(2016. 4. 12, 미국 오클라호마 털사).
18)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으나, 앞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차질 요인이 소멸하는 대로 유가는 급등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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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조금 및 조세 개혁, 민영화, 외국인투자유치 등
유가 하락에 대한 대응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3장과 제4장
에서는 중동 산유국의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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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동 산유국의 유가 하락
영향

1. 개요
2. 국내 산업 및 교역 부문
3. 재정 부문
4. 투자 및 금융 부문
5. 요약 및 시사점

1. 개요
중동 지역은 원유 매장량과 생산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대부분의 중동 산유
국들은 석유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원
유의 30% 이상이 중동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GCC 국가들의 생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EIA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동 지역 원유 생산량은
일일 약 2,446만 배럴로 이 중 1,771만 배럴이 GCC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매장량은 2,680억 배럴
로 전체 매장량의 17%에 이르며 쿠웨이트와 UAE가 각각 1,040억 배럴, 980
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이와 같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GCC 국가들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적
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계속된 고유가를 바탕으
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는 석유 부문을 중심으로 한 GCC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들 국가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 장에서는 GCC 주요 산
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를 중심으로 이들 국
가의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을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다루고 세부적으로 재정,
투자 및 금융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2. 국내 산업 및 교역 부문
가. 석유 부문 수입 감소
1970년대 석유기업 국유화 이후 석유 부문 수입 급증과 함께 GCC 국가 경
19)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검색일: 201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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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주요 GCC 국가별 GDP 대비 석유 부문 비중
(단위: %)

주: 카타르는 석유 및 가스 부문의 GDP 대비 비중임.
자료: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2001), p. 3; IMF(2011), p. 3;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2016), Annual Statistics 2016(검색일: 2016. 7. 27); Federal Competitiveness and Statistics
Authority, Statistics, National Accounts(검색일: 2016. 7. 8); Kuwait Central Statistical Bureau(2016),
p. 24; Qatar Central Bank(2013), p. 19; Qatar Central Bank(2014), p. 19.

제에서 석유 부문은 핵심 수입원이었으며 그 비중도 높은 수준을 보여왔다. [그
림 3-1]에서와 같이 1980년대까지 UAE를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의 GDP 대비 석유 부문 비중은 60%를 웃돌았다. 1970년대부터 GCC
산유국들은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과 경제
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이후 각국의 석유 부문 비중은 1990년 들어 50% 미
만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UAE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석유 부문 비중은
2000년에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타르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천연가스 개발로 인하여 석유 및 가스 부문 비중이 GDP 대비 60%로
증가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부문 비중은 2000년과 2010년대에 들
어서 계속된 증가세를 보였다. 쿠웨이트 석유 부문 비중은 2011년부터 60%대
를 유지하며 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경제다각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GDP 대비 석유 부문 비중은 여전히 높
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이후 GDP 대비 석유 부문 비중은 낮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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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주요 GCC 국가별 전체 수출액 중 석유수출액 비중
(단위: %)

주: OPEC에서 발표한 국가별 수출액 및 석유수출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수치임.
자료: OPEC(2005), pp. 14-15; OPEC(2006), pp. 12-13; OPEC(2007), pp. 12-13; OPEC(2008), pp. 12-13;
OPEC(2009), pp. 16-17; OPEC(2011), pp. 16-17; OPEC(2012), pp. 16-17; OPEC(2013), pp. 16-17;
OPEC(2014), pp. 16-17; OPEC(2015), pp. 16-17; OPEC(2016), pp. 16-17.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이는 유가 하락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출액 기준 전체 수출 중 석유수출 비중은 1980년도에 4개국 모두 매우 높
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3-2]에 나타난 것과 같이 UAE를 제외한 사우디아
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의 석유수출액 비중은 각각 99.8%, 95.4%, 94.7%로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석유수출이 차지했으며 UAE의 석유수출액 비중도
88.3%로 대부분의 수출이 석유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UAE와 카타르의
석유수출액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였는데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
제다각화를 활발하게 추진하며 비석유 부문 육성에 힘썼다. 그 결과 UAE는 지
역 내 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하며 재수출 비중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UAE
의 비석유 수출액은 2011년 2,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UAE는 2015년 석유수출액의 급락과 대조적으로 비석유
수출액이 2014년보다 약 4% 증가한 2,81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수출
액 중 석유수출액 비중이 약 16%로 하락하였다.20) 카타르는 2010년부터 석유
20) OPEC(2005), pp. 14-15; OPEC(2006), pp. 12-13; OPEC(2007), pp. 12-13; OPEC(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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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석유보다 가스를 주로 수출하는 카
타르의 경우 가스수출액 비중이 2011년 이후 계속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에
너지 자원 수출 비중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2014년 기준 카타르의 가스
와 석유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약 85%를 차지해 석유ㆍ가스 부문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
한편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수출 비중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1980년에 거의 석유만을 유일하게 수출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수출 비중이 꾸준히 높은 수준에 머물다 2015년 처음으로 70%대로 하락
하였으며 쿠웨이트는 이라크와의 전쟁이 있었던 1991년을 제외하고 1990년
대부터 2014년까지 석유수출 비중이 90%가 넘는 상태를 유지하였다. 2015년
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석유수출액 비중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이
는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수출액 감소로 전체 수출액 규모가 하락한 영향을 받
은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2015년 석유수출액은 전년

그림 3-3. 주요 GCC 국가별 석유수출 수입 및 국제유가 추이
(단위: 십억 달러(좌), 달러/배럴(우))

자료: EIA, OPEC Revenues Fact Sheet(검색일: 2016. 6. 20).
pp. 12-13; OPEC(2009), pp. 16-17; OPEC(2011), pp. 16-17; OPEC(2012), pp. 16-17; OPEC
(2013), pp. 16-17; OPEC(2014), pp. 16-17; OPEC(2015), pp. 16-17; OPEC(2016), pp. 16-17.
21) Qatar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2015),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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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각각 44%, 50% 하락하여 1,580억 달러, 488억 달러에 그쳤는데 두 국가
의 비석유 수출액은 각각 475억 달러, 62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18%, 3%
줄어들며 하락폭이 석유 부문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특성은 이
들 국가가 유가의 변동성에 더욱 취약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석유의존적 산유국
경제의 불안정성과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유가의 하락세는 각국의 석유수출 수입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그림 3-3]에서와 같이 GCC 4개국의 석유수출 수입추이는 모두 비슷한 양상
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유가의 등락에 따라 석유수출 수입이 영향을 받았기 때
문이다. 유가가 배럴당 평균 90달러대를 유지했던 2008년에 비해 60달러대로
하락했던 2009년에는 4개국 석유수출 수입이 모두 급감하였으나 유가가 재상
승한 2012년까지 석유수출 수입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5년 들어 국제 유가가 50달러선으로 하락하면서 GCC 4개국의 석유수출
수입은 2,18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4년에 비해 약 46% 감소했다. 석유 부문
의존도가 높은 산유국에서 석유수입 감소는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GCC 국가들의 경제상황도 유가 하락과 함께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나. 대외 경제지표 악화
국제유가는 1970년대 급상승한 이후 1986년과 2009년, 2014년 하반기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특히 1986년 배럴당 10달러대로 떨어진 유가는 2000
년 중반까지 평균 20달러 정도에 머물며 장기 저유가 시기에 들어섰다. 이 시
기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산유국들은 생산량을 늘려가며 시장점유
율을 높였으며 낮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 유가 하락으로 이들 국가의 성장세도 주춤하였으나 이
후 유가가 100달러를 넘는 고유가 시기가 지속되면서 다시 높은 성장률을 회
복하였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급락한 유가는 GCC 산유국 경제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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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주요 GCC 국가별 경제성장률 및 GDP 대비 경상수지 추이
(단위: %)

주: UAE, 쿠웨이트, 카타르의 2015년 수치는 추정치임.
자료: IMF, Data,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6(검색일:
2016. 7. 4); IMF, Data,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6(검색일: 2016. 10. 26).

미치며 석유의존적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그림 3-4]에서 보듯이 4개국 모두 2014년 이후 이전의 고유가 시기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2015년 기준 쿠웨이트는 경제성장률이 1%에 머
문 것으로 추정되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는 3%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수출 비중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경제가
더욱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쿠웨이트의 경우 국내 정치불안과 함께 4개국
중 경제가 가장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부문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
적 낮은 UAE의 2015년 경제성장률은 3% 후반대에 머물며 3.1%를 기록했던

제3장 중동 산유국의 유가 하락 영향 • 53

2014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전에 비해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카타르의 경우 2006년 26%가 넘는 고성장을 기록한 이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
가 있었던 2008~09년에도 석유 부문과 비석유 부문 모두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
며 실질 GDP 성장률이 10%대를 웃돌았다. 카타르는 다른 GCC 산유국에 비해
원유 생산량은 낮지만 러시아, 이란에 이은 세계 3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2015년 기준 천연가스 보유량은 872조 입방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하나인 카타르는 LNG 수출량을 늘리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20년이 넘는 LNG 장기 계약을 통해 다양한 가
격선을 구축함으로써 금융위기로 인한 유가 하락의 영향에 비교적 적게 노출되었
다.23) 또한 서비스 및 제조업 활성화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준비를 위한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의 활발한 투자가 비석유 부문 성장을 견인했다.
한편 2014년 유가 하락 이후 4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모두 큰 폭으로 하
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의 GDP 대비 경상수지는 2014
년 대비 16.2%p 하락하며 적자로 전환하였으며 UAE와 카타르의 GDP 대비 경
상수지 비중도 각각 3.9%, 4.9%로 한 자릿수를 기록하였다.24) 수출규모도 모두
감소하였는데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액은 2,096억 달러로 2014년 대
비 1,249억 달러 하락하였다. 수입액 규모도 2014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감소
액이 53억 달러로 수출에 비해 크지 않아 무역수지 흑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쿠
웨이트와 카타르도 2015년 수출액이 각각 552억 달러, 930억 달러에 그치며 전
년대비 약 40%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카타르의 경우 증가하고 쿠웨이트는 소폭
하락해 무역수지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UAE는 지역 중계무역의 거점
역할을 하며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2015년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2,333억 달

22)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검색일: 2016. 6. 20).
23) Daliah Merzaban(2008), “Qatar economy could grow by 10% in 2009”(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31).
24) IMF, Data,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6(검색일: 201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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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2,644억 달러를 기록해 수출과 수입 규모 모두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선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UAE는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소비수요
가 증가하면서 무역적자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25)

3. 재정 부문
가. 재정수지 악화
저유가의 영향은 각국의 재정상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3-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4개국 모두 2014년 이후 정부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수입은 1,621억 달러로 비석유 부문 수입 증가에
도 불구하고 2014년에 비해 약 42% 감소하였으며 예산안 책정 수입보다 15%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수입의 73%를 차지하는 석유 부문 수입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2015년 석유 부문 수입은 1,185억 달러에 그치며
2014년 대비 23% 하락하였다. 반면 정부지출은 예산안보다 13% 초과한
2,600억 달러에 달하면서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지출 증가
의 대부분은 공무원 임금 및 군비, 사회보장비용 증대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
타났다.26)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지출 규모는 2013년 정부수입이 감소하기 시
작한 이후에도 계속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하락하였는데 2015년 정부
수입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이는 사우디아
라비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인프라, 교육 등의 투자
에 집중해 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가 적
자로 전환되는 등 재정상황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정부
25)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검색일: 2016. 10. 30).
26) Saudi Arabia Ministry of Finance(2015),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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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주요 GCC 국가별 재정수지 추이
(단위: 십억 달러(좌), %(우))

주: 2000~10년은 기간 평균치이며 2015년 UAE와 쿠웨이트의 정부수입 및 지출은 추정치임.
자료: IMF, Data,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6(검색일:
2016. 7. 4); IMF, Data,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6(검색일: 2016. 10. 26); IMF, eLibrary Data,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October 2016), Archive, Archived Tables(검색일: 2016. 10. 31); IMF, Data,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검색일: 2016. 7. 4).

지출을 크게 삭감하며 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저유가 기
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을 고려하여 2016년 적자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부
문을 제외한 군비, 보건ㆍ사회 개발 비용, 교통 및 인프라 투자 등 대다수 부문
의 지출을 크게 줄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정부지출을 2,240억 달러
로 책정하였으며 정부수입은 2015년 대비 15.5% 줄어든 1,370억 달러로 추
정하였는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표 3-1 참고).27)
27) EIU, Country, Saudi Arabia, Econom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26).

56 • 국제유가 하락과 한ㆍ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표 3-1. 사우디아라비아 예산안 및 정부재정 추이
(단위: 십억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변화율

석유 부문 수입

196

155

89

-42.6%

비석유 부문 수입

32

35.7

48

34.5%

총수입

228
(278.9)

190.7
(162.1)

137

-28.2%

군사 및 안보

80.8

81.8

56.9

-30.5%

교육ㆍ훈련

56

57.6

51.1

-11.3%

보건ㆍ사회개발

28.8

42.7

28

-34.4%

교통 및 인프라

17.8

16.8

6.4

-62.1%

지역 서비스

10.4

10.7

5.7

-47.0%

예산 예비비

-

-

48.8

-

총지출

228
(293.3)

229.3
(280)

224

-2.3%

주: 1) 변화율은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 변화율임.
2) 괄호 안은 실제 수입 및 지출임.
자료: Saudi Arabia Ministry of Finance(2013), pp. 1-4; Saudi Arabia Ministry of Finance(2014), p. 1; EIU,
Country, Saudi Arabia, Econom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26); Sven Nordenstam(2015), “Saudi military
spending rose 17 percent in 2014: stud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27);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Annual Statistics 2016(검색일: 2016. 7. 27).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찬가지로 2015년 쿠웨이트 정부수입도 2014년 대비
약 43%의 큰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28) 또한 정부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것에 비해 정부지출은 경제다각화 추진 등으로 공공지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
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013~15년 쿠웨이트 예산안과 실제 정부수입 및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2013/14, 2014/15 회계연도 실제 정부수입은 예산안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실제 지출은 예산안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쿠
웨이트가 예산 책정 시 기준 유가를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데 따
른 것이다. 두 회계연도 기간 동안 예산안보다 실제 수입이 더 높기는 하였으나
2014/15 회계연도 정부수입 규모는 전년에 비해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지출규모는 9% 증가를 보였다. 2014/2015 회계연도에는 기타 및 이전
28) IMF, Data,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6(검색일: 201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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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쿠웨이트 예산안 및 정부재정 추이
(단위: 십억 달러)

구 분

2013/14

2014/15

2015/16

변화율

석유 부문 수입

59.9

64.2

35.3

-45.0%

비석유 부문 수입

4.3

4.4

5.0

11.6%

총수입

64.2
(112.8)

68.6
(85.0)

40.3

-41.3%

공무원 임금

18.4

19.1

17.8

-6.8%

상품 및 서비스

13.8

13.3

8.6

-35.5%

교통 및 장비

1.4

1.0

1.0

-3.3%

프로젝트, 유지보수 및 토지 매입

7.8

6.1

6.9

12.8%

기타 및 이전지출

33.3

34.5

29.0

-15.7%

총지출

74.5
(67.0)

74.1
(73.0)

63.4

-14.4%

주: 1) 쿠웨이트 회계연도는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임.
2) 변화율은 2014/15 회계연도 대비 2015/16년의 예산 변화율임.
3) 괄호 안은 실제 수입 및 지출임.
자료: Koraytem, Hiba and Nemr Kanafani(2015), p. 1; Al-Bahar, Aysha Adnan and Daniel Kaye(2014), p. 2.

지출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여기에는 군인 급여, 사회보장기금 이전지출, 연료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또한 프로젝트, 유지보수 및 토지 매입 등에 대한 지출
은 예산 책정 시 감소하였으나 실제 지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지출 비중
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쿠웨이트는 경제개발계획 추진과 함
께 프로젝트 관련 지출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중으로 2015/16년 예산에서 대
다수 부문별 지출이 축소됐음에도 프로젝트 관련 지출계획은 약 13%의 증가를
보였다.29) 기준 유가의 보수적 추정을 통해 적자예산을 편성해 온 쿠웨이트는
2014/15년 평균 유가를 배럴당 75달러로 추정했던 것에서 2015/16년 배럴
당 45달러로 크게 낮춰 정부수입 403억 달러, 정부지출 634억 달러의 적자예
산을 편성하였다(표 3-2 참고). 이후 2016/17 회계연도 예산에서는 지속적 저
유가 상황을 반영하여 기준 유가를 배럴당 약 25달러로 재하향 조정하였으며
정부수입 246억 달러, 정부지출 628억 달러에 이르는 기록적 적자예산을 편성
29) Koraytem, Hiba and Nemr Kanafani(201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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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30)31)
한편 UAE와 카타르는 앞의 두 국가에 비해 2015년 정부수입 감소 정도가 크
지 않으나 각각 29%, 19%를 기록해 적지 않은 하락세를 보였다. 카타르 역시 정
부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며 보건, 교육, 인프라
관련 지출을 유지하고 있다.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준비와 ‘카타르 국가비전
2030’ 추진과 함께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였던 회계연도를 2015년부터 역
년에 맞게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4/15 회계연도가 끝난 2015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간 연장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연장 예산은 이전 예산규모에
비례하여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표 3-3 참고).32) 2015년 12월
말 기준 민간 및 에너지 부문을 제외하고 진행 중인 정부 프로젝트 규모는 약 717
억 달러로 교통 239억 달러, 인프라 148억 달러, 스포츠 11억 달러, 수도 및 전기
82억 달러, 교육 47억 달러, 보건의료 19억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33) 또한 교
육, 보건의료, 인프라 부문은 2016년 지출의 45.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
며 철도, 도로 등 2022년 월드컵에 대비한 인프라 및 교통 프로젝트가 중점적으
로 진행되고 있다.34) 이 같은 추세는 월드컵 개최 준비가 완료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카타르 국가비전 2030’도 계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출규모
는 당분간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GCC 국가 중 경제다각화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UAE
도 석유 부문이 여전히 경제의 주요 부문으로 정부수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UAE 석유 부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석유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아

30) “Kuwait pursues major reform following record budget defici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31).
31) Global Research(2015), p. 3.
32) EIU, Country, Qatar, Econom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26).
33) “Qatar budget seen underscoring focus on sustainable growth,”(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27).
34) David French and Katie Paul(2015), “UPDATE 1-Qatar publishes 2016 budget, projects
46.5 bln riyal defici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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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카타르 예산안 및 정부재정 추이
(단위: 십억 달러)

구 분

2013/14

2014/15

2015

2016

변화율

석유 부문 수입

41.3

27.3

20.5

-

-

비석유 부문 수입

18.6

34.7

26.0

-

-

총수입

59.9
(106.3)

62.0
(96.6)

46.5

42.9

-31%

임금

12.2

13.0

9.8

13.6

4%

자본지출

3.8

3.4

2.5

1.0

-70%

공공 프로젝트

20.6

24.0

18.0

24.9

4%

총지출

57.9
(64.4)

60.0
(67.3)

45.0

55.6

-7%

주: 1) 카타르 회계연도는 2014/15년까지 4월부터 3월까지였음.
2) 2015년은 4월부터 12월까지 예산임.
3) 변화율은 2014/15 회계연도 대비 2016년의 예산 변화율임.
4) 괄호 안은 실제 수입 및 지출임.
자료: Qatar Ministry of Finance(2014), p. 1; Qatar Central Bank(2014), p. 54; Qatar News Agency(2015),
“Budget Demonstrates Government's Keenness on Sustainable Development - Finance Minister,”(온라
인 자료, 검색일: 2016. 10. 31); Bank Audi(2015), p. 10.

부다비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UAE 전체 수입도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 UAE 전체 석유 부문 수입은 약 528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추
정되는데 이는 2013년의 1,095억 달러에 비해 약 52%, 2014년의 990억 달
러에 비해 47% 감소한 수치다.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던 정부지출도
2015년 1,134억 달러로 13%의 감소를 보였으며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적자
를 기록하였다. 지속적 저유가는 GCC 산유국으로 하여금 보조금 축소를 통한
정부지출 감축을 추진하도록 하였는데 UAE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반영되었
다. 2015년 UAE 정부지출 감축의 대부분은 보조금 및 기타지출 부문에서 이
루어졌으며 보조금은 2014년 대비 29% 줄어들어 57억 달러로 하락하였다(표
3-4 참고). UAE는 2016년 1월 전기 및 수도 관련 보조금을 폐지한 이후 연료
보조금 등의 점진적 폐지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보조금 축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35)
35) Adam Bouyamourn(2015), “UAE to cut government spending for first time in 13 years,”(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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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UAE 정부재정 추이
(단위: 십억 달러)

구 분

통합

아부다비

2014

2015

2016

변화율

석유 부문 수입

99.0

52.8

46.6

-47%

비석유 부문 수입

51.0

52.8

52.6

3%

총수입

150.0

105.6

99.2

-30%

공공 부문 임금

12.9

17.1

18.0

32%

상품 및 서비스

13.5

15.5

15.7

15%

고정자본 지출

1.0

1.2

1.3

16%

보조금(Subsidies)

8.1

5.7

5.6

-29%

지원금(Grants)

6.0

6.0

5.5

1%

사회복지

12.0

12.1

12.6

1%

총지출

130.1

113.4

112.5

-13%

석유 부문 수입

97.5

51.3

44.7

-47%

비석유 부문 수입

20.4

20.7

19.2

1%

총수입

117.9

72.0

63.9

-39%

총지출

99.7

81.3

79.2

-18%

주: 1) 2015∼16년은 예측치임.
2) 변화율은 2014년 대비 2015년 수치의 변화율임.
자료: IMF(2016b), p. 29, p. 31.

나. 정부 유동성 부족
저유가의 영향으로 줄어든 재정수입은 각국 정부의 유동성 부족 문제로 연
결되고 있다. 각국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환보유액, 국부펀드 사용을 늘리면
서 그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6]과 [그림 3-7]에서와 같이
GCC 주요 산유국의 2015년 외환보유액은 UAE를 제외하고 12~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환보유액은 쿠웨이트를 제외한 GCC 국가들이 채택
하고 있는 달러 페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상당 부분 사용되고 있는데 통화

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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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금을 제외한 외환보유액 기준임.
자료: IMF, Data,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Data Tables(검색일: 2016. 10. 27).

가치 하락 압력이 높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액 감소가 두드러졌다.
GCC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갖추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2015년 외

그림 3-7. GCC 3개국의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금을 제외한 외환보유액 기준임.
자료: IMF, Data,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Data Tables(검색일: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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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유액은 2014년 대비 15.8% 감소한 약 6,160억 달러에 그쳤다. 반면 UAE
외환보유액은 2009년 이후 계속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UAE 외환
보유액은 937억 달러에 달하며 2014년 기록한 784억 달러보다 19.4%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되어 온 경제다각화 정책을 바탕
으로 비석유 부문의 견고한 성장이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UAE는 교육,
보건 등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의 투자를 유지하며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UAE 경제가 다각화될수록 달러에 고정된 디르함 가치 상승에 따른 가
격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UAE가 달러 페그제를
포기하도록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36)
한편 GCC 국부펀드 규모도 2015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8 참
고). GCC 국부펀드는 전 세계 국부펀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자금으로
GCC 국가들은 유럽을 중심으로 주식, 부동산, 스포츠팀, 트로피 자산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해 왔다. GCC 국부펀드는 석유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상품펀드로 석
유수익 감소는 GCC 국부펀드 운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유가 하락으
로 재정 압박이 심화되면서 GCC 정부들은 자산 매각을 통해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였는데 2015년 하반기 사우디아라비아통화청
(SAMA: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과 카타르투자청(QIA: Qatar
Investment Authority)은 유럽 기업 자산 및 지분 매각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
다. 2015년 10월까지 SAMA는 13억 달러에 달하는 유럽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추정되며 QIA는 약 6억 2천만 달러에 이르는 독일 건설기업 호티에프(Hochtief)
지분 10%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37) 2015년 SAMA 자산 규모는 7,441억
달러로 전 세계 국부펀드 중 세 번째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였으나 2016년 9월
기준 자산 규모가 5,984억 달러로 하락하였다.38)39)
36) Steve Johnson(2016), “Gulf currency pegs: Oman, Bahrain seen as most under threat,”(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25).
37) Adam Bouyamourn(2015), “UAE to cut government spending for first time in 13 years,”(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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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GCC 국부펀드 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좌), %(우))

자료: SWFI, SWF Rankings, Sovereign Wealth Fund Market Size by Quarter 1998 to 2015(검색일: 2016.
10. 28).

다. 프로젝트 시장 침체
저유가와 함께 GCC 산유국의 재정 악화는 GCC 프로젝트 시장 신뢰도를 낮
추며 시장 둔화를 주도했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MENA 지역 민간 참여
프로젝트 규모는 약 1,12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조 달러를
넘어선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이나 4천억 달러대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
유럽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
다.40) 특히 MENA 지역 PPP 프로젝트는 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등 GCC 이
외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GCC 프로젝트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전
체 프로젝트 중 PPP 방식 프로젝트는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41) 따라서
38) KPMG(2015a), p. 134.
39) SWFI, SWF Rankings, Sovereign Wealth Fund Rankings(검색일: 2016. 10. 28).
40) World Bank,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Snapshots, Featured
Rankings(검색일: 2016. 11. 28).
41)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to pick up in KSA spurred by policy chang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1. 28).

64 • 국제유가 하락과 한ㆍ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그림 3-9. GCC 프로젝트 발주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2016년은 예측치임.
자료: Deloitte(2015), p. 6; Deloitte(2016), p. 10.

GCC 국가의 프로젝트 시장은 정부재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악화는 프로젝트 발주 감소로 이어졌다. 2015년
GCC 프로젝트 발주규모는 1,650억 달러로 1,706억 달러를 기록했던 2014년
에 비해 약 56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9 참고). 국가별로는 사
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발주규모가 기대보다 저조했던 반면 카타르와 쿠웨이
트의 실적은 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카타르의 경우 2022년 개최될
월드컵 준비로 인프라 부문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쿠웨이트는 석유 및
가스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42) MEED에 따르면 2016년 GCC 프
로젝트 발주규모는 1,400억 달러로 하락하며 2015년 대비 15%의 감소를 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16년 상반기 GCC 프로젝트 발주규모가 520억
달러에 그쳐 870억 달러를 기록했던 2015년 상반기에 비해 40% 하락한 것으
로 나타났다.43) 이는 GCC 국가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프로젝트 재원 마련에

42) Deloitte(2016), p. 10.
43) Colin Foreman(2016), “GCC projects market drops by 40 per cen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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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한국의 대GCC 건설수주 추이
(단위: 십억 달러(좌), 건(우))

자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검색일: 2016. 7. 15).

어려움이 생기면서 계획되었던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인구증가에 따라 인프라 수요가 증대되고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각국은 사회 인프라, 공공 프로젝트 등을 우선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카타르와 UAE는 각각 월드컵과 두바이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GCC 프로젝트 발주 감소에 따라 한국기업의 건설수주 규모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GCC 건설수주 규모는 2010년 434억 달러에 달하며 크게 상승했던
이후 계속된 하락세를 보였다. 2015년 수주 규모는 124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4년에 비해 25%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0 참고). 또한
GCC 국가들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진행 중인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1/4분기 발표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미청구공사액이 대부분 중동 지역에 집
중되어 있다는 점도 재정악화의 영향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GCC 산유국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44) 미청구공사액이 모두 손실로 이어지지는
44) 남희헌(2016),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미청구금액 중동에 몰려｣,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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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들 국가의 경제상황이 언제 회
복될지 불확실함에 따라 여전히 위험요소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재정이 부족한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는 대신 민자사업 방식으로 발주되는 프로
젝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프로젝트 금융조달 역량도 프로젝트 수주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투자 및 금융 부문
가. FDI 유입 감소
GCC 지역 FDI 유입액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
는데 이는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촉발된 아랍의 봄 등
중동 지역 전반에 걸친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
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CC 국가들은 석유 부문을 바탕으로 이러한 위
기에 대응할 수 있었고 FDI 유입규모가 감소한 데는 주요 석유 관련 프로젝트
가 완료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45) 그러나 지역 내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저유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GCC 국가로의 FDI 유입도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GCC 내 최대 투자대상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의 FDI 유입규모는 2008
년 이후 2014년까지 지속적 감소를 보였다. 2008년 약 382억 달러에 달했던
사우디아라비아 FDI 유입액은 2014년 80억 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15
년 81억 4,000만 달러로 유입액이 소폭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더딘 상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3-11 참고).46)47) 사우디 정부가 추진해
7. 20).
45) “Foreign investments in GCC drop by 14.6%,”(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30).
46) UNCTAD, FDI Statistics, Bilateral FDI Statistics(검색일: 2016. 7. 12).
47) UNCTAD(2016),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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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FDI 유입액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좌), %(우))

자료: UNCTAD(2016), p. 198.

온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은 사우디아라비아 FDI 유입 감소 원인 중 하나로, 정
부재정 문제가 심화되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
시장 환경, 비자 발급 제한조치 등은 향후 사우디아라비아로의 FDI 유입을 가
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48)
쿠웨이트와 카타르는 FDI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더 큰 편으로 GCC 국가들
은 석유 부문에서 얻은 대규모 외화수입을 통해 해외 프로젝트 투자와 인수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 2015년 쿠웨이트, 카타르로의 FDI 유입액은 각각 2억
8,000만 달러, 10억 7,000만 달러에 머물며 2014년 대비 비슷하거나 낮은 수
준을 나타냈다. FDI 유출액은 2013년까지 지역 내 최대 투자국이었던 쿠웨이
트의 FDI 유출액이 2014년 마이너스로 하락한 이후 2015년에 약 54억 달러
로 회복된 반면 카타르는 2013년 이후 계속된 감소를 보였다(그림 3-12 참
고). 한편 UAE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2015년 유입액이 약 110억 달러에 달하
며 2011년 이후 계속된 성장세를 유지했다. UAE의 2013년 FDI 유입액은 약
48) BMI(2016),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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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FDI 유출액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좌), %(우))

자료: UNCTAD(2016), p. 198.

9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유입규모가 지역 내 최대 투자유치국이었던 사우디아
라비아를 넘어섰다. UAE의 FDI 유출액도 계속해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부터 유출액이 90억 달러를 넘어서며 4개국 중 최대투자국이 되었다.
UAE는 GCC 국가 중 가장 다각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사업환경, 인프라 면
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으며 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또한 석유 및 가스
개발, 석유화학 프로젝트 등 석유 부문에 투자가 집중된 다른 국가들과 달리 다
양한 부문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향후 UAE의 FDI 유입
규모는 2020년 두바이 엑스포 준비 등으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하락으로 GCC 국가들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향후 FDI 유
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GCC 국가들은 FDI 유치 확대
를 위해 투자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투자자의 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특히 저유가 시기가 지속되면서 이전부터 추진해 온 경제다각화
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FDI 의존도
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기술이전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
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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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율 불안정성 증가
석유 수출에 의존해 왔던 GCC 국가들은 고정환율제(달러 페그제)를 적용하
여 안정적으로 석유 수입을 축적해 왔다. 쿠웨이트를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는 달러에 고정된 일정한 환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쿠웨이트도 국
제 통화 바스켓에 환율을 연동해 변동성은 제한적이다. 석유 판매를 통해 축적
된 막대한 달러는 이들 국가의 외환보유액을 크게 늘렸으며 국부펀드의 투자
규모도 증대시켰다. 그러나 유가가 하락하고 GCC 산유국 재정적자가 심화되
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외환보유액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저유가 기조 속 달
러 페그제로 자국 통화가치 하락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페그제 유지를 위한
외환보유액 유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외환보유액 감소가 계속되고 GCC 산유국들이 달러 페그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들 국가의 통화 선물도 영향을 받았다. [그림
3-1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달러-리얄화 12개월물 선물 거래가는
2014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하반기부

그림 3-13. 주요 GCC 국가별 12개월물 선물환 가격과 국제유가
(단위: 각국 통화지수(좌), 달러/배럴(우))

주: 각국의 통화지수는 2014년 1월 2일을 100으로 하여 산정된 수치임.
자료: Bloomberg DB(검색일: 20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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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유가 하락이 지속되자 2015년 1월 들어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유가가 2015년
상반기 60달러선까지 회복되면서 리얄화 선물 가격은 다시 낮아지며 안정화되었
으나 2015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자 리얄화 선물 가격도 재
상승하였다. 리얄화 선물 가격은 국제유가가 22달러대로 하락한 2016년 1월
3.853리얄까지 상승한 바 있으며 UAE 디르함, 카타르 리얄화 선물 가격도 유가
하락에 따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49) 이는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외환보유액
규모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계속해서 소진할
수밖에 없는 GCC 산유국들이 달러 페그제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1월 투기자금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얄화 매도에 나서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GCC 주요 산유국들이 달러 페그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
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들 국가의 외환보유액 사용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페그제에서 통화 바스켓제로 전환한 쿠웨이트의 12개월물 선물 거래가도
유가 하락과 함께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달러-디나르화 12개월물 선물
거래가는 2016년 1월 0.314디나르까지 상승하여 2014년 1월 1일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CC 산유국들이 달러 페그제를 고수하는 이유는 석유의존적 경제구조 특
성상 재정수입 추정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막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고정환율제로 인해 환율의 변동이 크지
않음에 따라 GCC 주요 산유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
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2~3%대의 안정적 물가상승률을 유지하
고 있으며 카타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14년 3%대로 상승한 이후
2015년에 다시 1%대로 하락하며 낮은 수준을 보였다. UAE의 경우 2015년 소
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료가격 조정, 임대
비용 및 공공요금 상승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유가 하락으로
49) 사우디아라비아의 달러 대비 고정환율은 3.75리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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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GCC 산유국들의 각종 보조금 감축은 이들 국가의 공공요금 상승 압력으
로 작용해 물가상승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50)

5. 요약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 시작된 유가 하락으로 GCC 주요 산유국 경
제는 재정, 투자, 금융 부문 등 다방면에 걸쳐 저유가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를
겪고 있다. 석유부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과거와 달리 침체된
경제는 회복이 더뎌지고 있으며 석유수출 수입이 급감하면서 정부 재정도 직접
적인 타격을 받았다. 각국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를 수출 증가를 통해 보전하려 하면서 석유생산량은 계속된 증가세를
보여 온 반면 석유수출 수입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대다수 GCC 산유국들의
GDP 대비 석유 부문 비중과 전체 수출 중 석유수출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
으로 이들 국가는 유가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5년 GCC
4개 산유국의 석유수출 수입은 2014년 대비 약 46% 하락하며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흑자 감소,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지며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률 둔화를 가져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GDP 대비 경상수지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수입의 상당 부분을 석유 부
문에 의존하고 있는 GCC 산유국 특성상 정부수입의 감소도 두드러졌다. 또한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정부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의 변화가 크지 않으면서 나타난 특징이기도 하다.
GCC 국가들의 확장정책은 경제성장을 이끌어간 주요 요인으로 각국의 국가
50) IMF, Data,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6(검색일: 201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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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추진과 함께 2010년 아랍의 봄 이후 정부지출은 더욱 증가하였다. 이
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급격히 하락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와 UAE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각각 -15.9%, -2.1%를 기록하였다. 또한 정
부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어들지 않는 정부지출로 각국은 유동성 부
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지출을 줄이기 힘든 상황에서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막대한 석유수입은 GCC 산유국들이 재정수입 감소 영향에 대응하여
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과 국부
펀드 규모가 감소세를 보였으며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현재의 환율제도를 유지
하기 위한 외환보유액 유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달러 페그제를 유지하는 국
가 중 통화가치 하락 압력이 가장 높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액이 급격
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각국은 지출규모
를 줄이며 대비에 나서고 있다. 또한 공공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입원
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재정개혁을 통한 지출감축과 수입증대를 위
한 방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도 우선순위를 두고 선별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교육, 공공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부문 지출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동안 GCC 프로젝트 시장의 주요 수주국이었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대GCC 건설수주 규모는 2012년 이후 계속된 감소를 보여 왔
으며 유가가 하락한 2014년 이후 수주 감소가 급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
듯 재정악화와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GCC 산유국들에 있어 FDI 유치는 향
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GCC 지역 FDI는 2010년 이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역 내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저유가 상황이 이어지며 FDI
유입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FDI 유치 확대를 위한 투
자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CC 프로젝트 시장이
향후 정부 주도 시장에서 민간 주도 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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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GCC 프로젝트 시장으로의 진출전략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저유가가 GCC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나 경제다각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
망도 제시되면서 GCC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기회를 모색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저유가 기조가 단기간 내 급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GCC 산
유국들의 경제상황 및 재정 문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앞서 살펴본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의존적 경제구조를 벗어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제다각화
계획이 추진되기는 하였으나 실제적인 성과는 미미한 편이었는데 지속적인 저
유가 상황이 GCC 산유국들로 하여금 경제다각화 정책 추진을 강화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각종 보조금 축소,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 등 경제 개혁의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산유국들의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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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유가 하락으로 GCC 주요 산유국에서는 수출
감소, 성장 둔화, 재정 적자폭 확대, 외환보유고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
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신재생에너지 개발, 셰일오일의 생산 증
가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의해 지금의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
다. 그 과정에서 GCC 주요 산유국들이 경제다각화를 통해 석유 부문의 비중을
줄여나가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의 효율화 및 축소를 통해 재정 적자폭을 줄이고, 비석유 부문의 비중을 확
대하여 재정수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저유가에 의한 성장둔화를 상쇄할
수 있는 전략산업 육성도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GCC 국가들은 이전부터 재정 지출 효율화와 경제다각화를 위한 개발계획을
발표해왔으나 그것의 이행은 계획만큼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저유가 기
조가 지속되면서 GCC 국가들은 새로운 개발계획 발표 및 기존 계획의 실행 강화,
전략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전략 수립, 자국인 고용강화 등을 통해 이전보다 경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 재정 적자폭 축소를 위해서 GCC 국가들은 보조금
축소, 조세제도 개편,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
인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PPP 프로젝트 확대, 국채 발행 및 정부대출 증대,
국부펀드 구조개혁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주요 GCC 국가들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펼치고 있는 대응 전략 및 정책을 경제다각화 강화, 재정
안정화,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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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다각화 강화
가. 경제다각화 정책 가속화
GCC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경제다각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85년부터 2000년대
전까지 장기적인 저유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나친 석유의존적 경제구조가 지속
될 수 없음을 인지한 GCC 국가들은 각종 산업 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석유
부문의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석유화학,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의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산업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51) 하지만 2000년 이후 유가
상승 시기가 다시 찾아오자 정부재정, GDP 등에서 석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최근까지도 경제다각화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GCC 지역에서 경제다각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대추구형 경제구조가 지목되고 있다.52) 지대추구형 국가에서는 정부가 석유
등의 천연자원과 같은 지대(rent)에서 발생하는 부를 국민에게 재분배하면서 산
업발전에 대한 유인과 동기부여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다시 한번 저유가
국면에 들어서자 GCC 국가들은 정부의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한 개발정책 수정을
통해 자국 경제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2014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GCC 국가들은 기존의 경제다각화 정책
을 수정 및 개선하여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구조적, 장기적인 저
유가 시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저유가
기조가 지속된다면 경제 전반에서 석유 부문의 비중이 높은 GCC 주요 산유국
은 이전과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
51) 주동주 외(2012), pp. 30~32.
52) 주동주 외(2012),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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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그동안 석유 부문이 이끌었던 성장을 비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
해 대체하고자 개발계획을 수정하여 경제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우
디아라비아 현 국왕의 아들이자 부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ad
표 4-1. 주요 GCC 국가별 개발계획
국가

주요 내용

∙ 사우디 비전 2030(2016년 4월 발표), 국가변혁프로그램(2016년 6월 발표, 사우디 비전
2030의 부처별 목표 제시)
사우디
- 사우디 아람코 IPO 및 지분 매각을 통한 2조 달러의 국부펀드 조성
아라비아
- 435억 달러의 비석유 부문 정부 재정 수입을 2,666억 달러로 확대

UAE

∙ 포스트 오일 시대를 위한 3,000억 디르함(816억 달러)에 달하는 100개의 혁신 프로젝트
추진 계획(2015년 11월 발표)
- 교육, 보건의료, 에너지, 교통, 우주, 물산업 등에 투자
- 로봇, 태양열, 지재권 개발, 줄기세포, 바이오기술 등 전략산업 개발
∙ 아부다비 계획(2016년 6월 발표, 아부다비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5개년 계획)
- 5개 부문(사회개발, 경제개발, 사법정의 및 안전, 인프라 및 환경, 공공 부문)과 25개
목표(세계 수준의 교육, 보건의료, 교통, 관광, 정보통신, 금융 및 보험서비스, 미디어,
여성 활동 증진, 자국민화, 공정한 사법 시스템, 기업환경 제고 등)로 구성
- 여성의 노동 참여 비중, 노동시장의 자국민화(nationalization) 확대
- 관광, 교통, 교육, 사법 시스템, 부동산, 신재생에너지, ICT, 미디어, 금융 서비스 및 보험
등의 산업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두바이 산업전략 2030(2016년 6월 발표)
- 두바이의 우수한 인프라 및 기업환경을 활용하여 혁신산업의 글로벌 플랫폼 및 다국적
기업의 선택지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
- 핵심 6대 산업(항공, 해양, 알루미늄ㆍ조립, 금속, 제약 및 의료기기, 음식료산업, 기계
및 장비) 선정

카타르

∙ ‘카타르 국가 비전 2030’
- 보건, 교육, 물류 및 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투자 예정(2016년 전체 예산의 45.4%
차지)
- 카타르 월드컵 관련 인프라에 650억 달러 투자 예정

∙ 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5/16~2019/20)
- 경제 개혁 및 다각화 강조
-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2015년 1,16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승인
쿠웨이트
- 민간 부문 비중 2014년 26.4%에서 2020년 41.9%로 확대(민간 부문 쿠웨이트 기술직
종사자 92,000명에서 2020년 137,000명으로 확대)
자료: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2016b), p. 3; The National(2015. 11. 2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5); 김민교(2016. 1. 1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7); 에너지경제연구원(2015), p. 60; Samoglou, Emmanuel
and Jennifer Bell(2016. 6. 1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8); EIU(2016a), p. 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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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 Salman)은 최근 저유가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 해결, 2조 달러 규모의 국
부펀드 조성을 통한 경제다각화 재원 마련, 민간 부문 고용 증대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사우디 비전 2030’을 2016년 4월에 발표하였다(표
4-1 참고). 그리고 부처별로 2020년까지의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한 ‘국
가변혁프로그램(NTP: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을 6월에 추가
로 발표하면서 경제 개혁 및 다각화에 이전보다 속도를 내고자 한다(표 4-2 참
고). ‘사우디 비전 2030’과 ‘국가변혁프로그램’은 기존의 재정 투입을 통한 막
대한 규모의 인프라 개발보다는 제도 및 정부의 거버넌스 개선, 효율성 증대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발전 모델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53) UAE도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 100대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UAE 내 가장 큰 토후국인 아부다비는 2007년 발표된 ‘아부다
비 비전 2030’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아부다비 계획’을 발표하고
석유 의존도 축소 및 비석유 부문 개발에 대한 정부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두바이 정부는 혁신산업의 글로벌 플랫폼 및 다국적 기업의 선택지로 두
바이를 육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핵심 산업으로 항공, 해양, 알루미
늄ㆍ조립, 금속 등 6개 산업을 선정한 ‘두바이 산업전략 2030’을 2016년 6월
에 발표하였다(표 4-2 참고).
반면 쿠웨이트와 카타르는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기존에 발표
된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쿠웨이
트는 ‘제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5/16~2019/20)’을 통해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대규모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산업다각화와 경제 개혁, 부족한 정부 재
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PPP 발주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54) 또한 노후화된
유전을 개선하고 정유 부문에 대한 투자도 늘리며 당분간 석유 부문 개발을 통
한 원유 생산량 확대 및 정유 능력 개선도 정부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
53) 손성현(2016), p. 14.
54) EIU(2016b),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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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국가변혁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
구 분

정부 재정

투자, 일자리,
민영화, 수출

사업환경

목표

2015

2020

비석유 부문 수입 확대

1,635억 리얄

5,300억 리얄

공공 부채 증대

7.7%

30.0%

신용등급 상향 조정

A1

Aa2

전기 보조금 축소

-

2,000억 리얄

실제 수도요금 반영률 향상

30.0%

100.0%

총 신규 채용 중 공무원 비중 축소

5.0%

1.0%

죄악세 도입

-

미정

NTP 진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

-

450,000

비석유 부문 수출 증대

1,850억 리얄

3,300억 리얄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300억 리얄

700억 리얄

공기업 민영화 관린 부서설립

-

3억 리얄

부동산 부문의 GDP 비중 확대

7.0%

10.0%

IT 부문의 GDP 비중 확대

1.12%

2.24%

미디어 부문 경제 기여 확대

52억 리얄

66.4억 리얄

제약 산업의 GDP 비중 확대

0.98%

1.97%

사업환경지수
(easy of doing business) 순위 상승

82위

20위

상사 소송 소요기간 단축

575일

395일

법무부 전자 서비스 비중 확대

-

80.0%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23.0%

28.0%

여성 공무원 비중 확대

39.8%

42.0%

주거 프로젝트 신규 승인 소요시간 단축

730일

60일

원유 생산능력 유지
에너지, 광업

일일 1,250만 배럴 생산

정유 능력 향상

일일 290만 배럴

일일 330만 배럴

천연가스 생산능력 향상

120억 cf

178억 cf

광업 부문의 경제 기여 증가

640억 리얄

970억 리얄

의료 개혁 통한 비용절감
보건의료

47억 리얄

민간 보건의료 지출 기여 증가

25.0%

35.0%

사우디인의 통일된 전자의료기록 보유

-

70.0%

자료: Feteha, Ahmed, Vivian Nereim and Wael Mahdi(온라인 자료, 2016. 6. 7,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15)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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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다.55) 카타르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최를 위한 각종 인프라 개발을
통해 ‘카타르 국가 비전 2030’의 경제다각화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
부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있다.56)

나. 전략산업 육성
GCC 국가들은 경제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산업을 선정하
여 육성하고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비전 2030’을 통
해 2030년까지 방위산업의 50%를 자국화하기 위해 방위산업 부문에 대한 정
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2015년 기준 자국화 비율은 2%).57) 그리고
물류, 관광, 신재생에너지, 금융, 보건의료, 제조업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고용창출 및 비석유ㆍ민간 부문 개발을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표 4-3 참고)
.58)59) UAE는 ‘아부다비 비전 2030’과 ‘UAE 비전 2021’을 통해 신재생에너
지를 비롯한 교통, 교육, 헬스, 기술, 물, 우주 등 7개 중점 혁신분야를 선정하
였으며, ‘아부다비 비전 2030’의 5개년 추진 계획인 ‘아부다비 계획’에서는 교
육, 보건의료, 교통, 관광, 정보통신, 금융 및 보험서비스, 미디어를 포함한 7개
주요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두바이
산업전략 2030’을 통해서는 항공, 해양, 알루미늄ㆍ조립금속, 제약, 식음료,
기계장비와 같은 6대 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고자 하였다. 쿠웨이트는 ‘쿠웨이
트 비전 2035’와 ‘쿠웨이트 5개년 개발계획 2015~2019’에서 석유화학, 금융,
55) EIU(2016b), p. 4.
56) EIU(2016a), p. 5.
57) Saudi Vision 2030, Thriving Economy. Investing for the long-term(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30).
58) IMF(2016a). p. 21.
59) 무함마드 빈 살만 부왕세자는 2016년 9월 일본과 ‘일본-사우디 비전 2030 공동 그룹’을 설치하고 10월
9일 일본과 경제각료급회의를 개최하여 사물인터넷, 재생에너지, 애니메이션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논의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일본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日ㆍ사우디, ‘비전 2030’
첫 각료회의…IoTㆍ재생에너지 개발 협력｣(2016. 10. 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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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주요 GCC 국가별 전략산업 선정 내용
국가

주요 내용

∙ ‘사우디 비전 2030’에 주요 전략산업 포함
- 방위산업 부문 자국화 비율 현 2%에서 50%로 확대
- 물류성과지수 세계 49위에서 25위, 역내 1위로 격상
사우디아라비아
- 연간 수용 가능 성지순례객 수를 800만 명에서 3,000만 명으로 확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슬람 박물관, 도서관 및 연구소 건설
- 광업 분야에 2020년까지 259억 달러 투자해 9만 개의 일자리 창출
- 신재생에너지 통해 9.5GW 발전 목표

UAE

쿠웨이트

카타르

∙ 기존의 ‘아부다비 비전 2030’과 ‘UAE 비전 2021’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교통,
교육, 헬스, 기술, 물, 우주 등 7개 중점 혁신분야를 선정하여 혁신 추진
∙ ‘아부다비 계획’의 25개 목표 중 7개 산업 포함
- 교육, 보건의료, 교통, 관광, 정보통신, 금융 및 보험서비스, 미디어 등의 산업
기반 강화 프로그램 발표
∙ ‘두바이 산업전략 2030’을 통해 6대 산업 선정
- 항공(항공부품 제조, 항공 정비 등), 해양(선박 정비, 요트 제조 등), 알루미늄
ㆍ조립금속(알루미늄 관련 최종 생산품 제조 등), 제약(화장품 효과가 있는 의
약품, 할랄 의약품 등), 음식료(GCC 허브 역할, 할랄 식품 등), 기계장비(건설
기계 및 장비 등)
∙ ‘쿠웨이트 비전 2035’를 통해 포스트 오일 시대 대비
- 석유화학, 금융, 무역, 교육 등 비석유 산업을 중점 육성
∙ ‘쿠웨이트 5개년 개발계획 2015~2019’를 통해 인프라 개발 중점 추진
- 전력, 담수, 항구, 학교, 에너지, 교통 등의 인프라 개발 시 민간 참여 확대
∙ ‘카타르 국가 비전 2030’에 주요 개발 산업 포함
- 석유화학, GTL, 건설 및 인프라, 관광, 금융 등의 경제다각화 추진

자료: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2016b), p. 19;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2016b), pp. 3~4; National
Bank of Kuwait(2010), pp. 2-3;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2013), pp. 142~145; Saudi Vision 2030. Thriving
Economy. Investing for the long-term(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30); Saudi Vision 2030. Thriving
Economy. Leveraging its unique positi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30); Saudi Vision 2030. Thriving
Economy. Open for Busines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30); Saudi Vision 2030. Vibrant Society.
With Strong Roo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30); Saudi Vision 2030. Vibrant Society. With Strong
Foundation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3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무역, 교육 등 비석유 부문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전력, 담수, 항구, 학교, 에
너지, 교통 등의 인프라 개발 시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2010년 발표된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통해 석유화학, GTL(Gas to
Liquids), 건설 및 인프라, 관광, 금융 등의 비석유 부문 개발을 통해 경제다각
화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가 및 산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GCC
국가들의 전략산업 선정 및 개발계획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이행 속도가
여전히 느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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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원 마련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및 외국인의 투
자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새로운 전략산업 발전방안 및 실효성 있는 정책이 모
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GCC 국가들은 전반적인 전략산업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와 함께 신재
생에너지에 대한 육성 및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GCC 주요 국가들이 최근 들
어 다양한 전략산업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투
자를 확대하는 이유는 첫째, 급증하는 에너지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형 천
연가스 발전소보다 태양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60) 둘째, 전기 생산과정에서 보조금이 포함된
석유 및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것은 향후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으나 신재
생에너지 발전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61) 셋째, 자
국 내 원유 및 천연가스의 과도한 소비를 줄여 이것을 석유화학제품과 같이 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62) GCC 국가 중에서도
UAE, 쿠웨이트, 카타르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향후 관련 프로
젝트 활성화를 위한 펀드 및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행
률을 보이고 있다(표 4-4 참고). 특히 UAE는 자국 내 마스다르(Masdar) 시티
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집트, 모로코 등에서 태양광 발전사
업에 진출하며 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가장 앞선 기술력과 사업 능력
을 보이고 있다.63)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010년 킹 압둘라 원자력 및 신재
생에너지청(KA-CARE: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을 설립한 뒤 총 54GW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개발
계획을 담은 백서를 발간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개발은 다른 GCC 국가보다 더
딘 상황이다.64)
60) Alhajouj, Osama(2016. 3. 17,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7).
61) Ibid.
62) Ibid.
63)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2016a),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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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주요 GCC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및 진행 프로젝트
국가

주요 내용

사우디
아라비아

∙ 2010년 킹 압둘라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청(KA-CARE: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설립
∙ 2013년 2월 총 54GW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을 담은 백서 발간(이후 추가적인 계획
발표 없음)
∙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 목표를 9.5GW로 축소

UAE

∙ 두바이 정부, 2015년 12월 ‘청정에너지 전략 2050’ 발표
- 총 2,000억 디르함(약 545억 달러)을 투자해 2030년까지 천연가스(61%), 원자력(7%),
청정 석탄(Clean Coal, 12%), 태양에너지(5%) 등으로 에너지원 다각화 예정
- 청정에너지 기업의 투자를 위해 1,000억 디르함(272억 달러) 규모의 두바이 그린 펀드
(Dubai Green Fund) 조성

쿠웨이트

∙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 중 태양광발전 비중을 15%로 개선하겠다는 계획 발표(2012년
12월)
- 2015년 12월 60MW급 샤가야(Shagaya) 신재생에너지단지 건설 시작
- 2016년 5월 한국기업이 쿠웨이트 내 120kW 사막용 태양전지(PV) 모듈ㆍ시스템 실증단지
구축

카타르

∙ 2016년 2월 카타르 수전력공사(QEWC), 1,000MW 상당의 태양광 발전소 설립 계획
발표(60%는 QEWC, 40%는 외국기업 보유 예정)
∙ 카타르 솔라 테크놀러지(QSTec)는 터키 에너지기업(ELEKTRIK Üretim Anonim
SIRKETI)과 태양에너지 발전 관련 MOU 체결
* QSTec는 독일 기업인 Solar World가 29% 지분을 보유한 합작회사

자료: 한용경(2016. 5. 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7); 송세현(2015. 6. 2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6); Hirtenstein, Anna(2015. 12. 1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27); 김경택(2016. 5. 1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27); Saudi Vision 2030. Thriving Economy. Investing for the long-term(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3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중소기업 육성
GCC 주요 산유국은 중소기업 육성을 경제다각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선
정하여 지원정책을 수립해 왔다. 그리고 최근 들어 유가 하락에 의한 경제성장
둔화 및 금융시장 유동성 축소로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이 악화되면서 금융 부문
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5년 10월 중소기업
에 대한 종합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청(Public Authority for Small and
64) Alhajouj, Osama(2016. 3. 17,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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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Enterprises)을 신설하여 금융 및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표 4-5 참고). 그리고 2016년에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주요 목표로
2030년까지 GDP 대비 중소기업 비중을 35%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히고, 이
를 위해 벤처 캐피탈,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펀드 등에 대한 조성과 총 기업 대출
중 중소기업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UAE는 2014년 4

표 4-5. 주요 GCC 국가별 중소기업 육성정책
국가

주요 내용

사우디
아라비아

∙ 2015년 10월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청(Public Authority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을 신설하여 금융 및 제도적 지원 추진
∙ ‘사우디 비전 2030’ 중 중소기업 관련 정책 목표 제시
- 중소기업의 GDP 비중을 20%에서 35%로 확대
- 벤처 캐피탈,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펀드 조성 등의 지원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 5% 미만에서 20%로 확대

UAE

∙ 2014년 4월 14일 ｢중소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2020년까지 중소기업 비중을 현 GDP
대비 60%에서 70%로 확대
- 연방정부의 구매, 서비스, 컨설팅 등에 중소기업 의무 비중 설정(UAE 국적자 100%
지분 소유 기업에 한해 적용)
∙ 2016년 8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을 2016년 10월부터 면제하는 연방 법안
발표
∙ 2016년 9월 UAE 정부는 2020년 두바이 EXPO 관련 직간접 지출의 20%(14억 달러)가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지원하기로 결정

쿠웨이트

∙ 2014년 1월 ｢중소기업육성법｣ 국회 승인
- 중소기업 육성 전담기구 설립, 7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펀드 조성
∙ 2016년 9월 5일 쿠웨이트 농수산청과 중소기업개발펀드 간 농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MOU 체결

카타르

∙ 2015년 11월 카타르 개발은행(Qatar Development Bank)은 2,000만 달러 규모의 혁신
스타트업 기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소형기업 지원펀드(Small Enterprise Assistance
Fund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1억 달러 규모의 에쿼티 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
∙ 2016년 2월 카타르 개발은행은 카타르 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인 카타르 중소기업 랭킹 프로그램(Qatar’s SME Ranking Program) 도입에 대해
발표

자료: 이삼식(2014. 6. 1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30);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2016a), p. 3; Saudi
Vision 2030, Thriving Economy, Rewarding Opportuniti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30); “Government
aims to boost SMEs with Expo 2020 commitment”(2016. 9. 7,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8); “Federal
decree provides further backing for SMEs.”(2016. 8. 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8); “New SME
body ‘will generate jobs for Saudis’”(2015. 10. 2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30); “Qatar Development
Bank selects SEAF as fund manager of $80M SME Growth Program of its new SME Equity Fund”(2015.
11. 2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30); “Qatar Development Bank Launches “Qatar s SME Ranking
Program””(2016. 2. 2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3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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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방정부의 구매, 서비스, 컨설팅 등에 중소기업 참여 비중을 설정한 ｢중소기
업육성법｣을 제정하고 현 GDP 대비 60% 수준인 중소기업 비중을 2020년까지
70%로 높이고자 하였다. 2016년 8월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을
2016년 10월부터 면제하여 경영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도 발표하였
다. 그리고 2020년 두바이 EXPO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EXPO 관련
직간접 지출의 20%(14억 달러)가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지원하
기로 결정한 바 있다. 쿠웨이트에서는 2014년 1월 중소기업 육성 전담기구 설립
및 70억 달러의 중소기업 지원 펀드 조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육성법｣이 국
회를 통과하였으며, 2016년 9월 5일 쿠웨이트 농수산청과 중소기업개발펀드
간 농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MOU도 체결되었다.
카타르는 최근 들어 카타르 개발은행을 통한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
발히 수립하고 있다. 2015년 11월 카타르 개발은행(Qatar Development
Bank)은 2,000만 달러 규모의 혁신 스타트업 기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소형
기업 지원펀드(Small Enterprise Assistance Fund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1
억 달러 규모의 주식형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다(표 4-5 참고). 또한 2016년
2월에는 카타르 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인 카타
르 중소기업 랭킹 프로그램(Qatar’s SME Ranking Program) 도입에 대해서
발표하며 카타르 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GCC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다양화 및 대형화되고 있다. 하지만 유
가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재정 건전성 회복을 목적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지원정책이 정리되거나 선별적인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내
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라. 자국민 고용 확대
그동안 GCC 국가들은 공공 부문에 자국민 고용을 급격하게 늘려왔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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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저유가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자국민의 민간 부문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증가로 연결되었다. GCC 국가들은 1970년대 자국의 부
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건설 및 소매업 등의 민간 부문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
을 허용 및 확대해왔다. 반면 자국인은 업무 강도가 낮고 임금과 복지 수준이
높은 공공 부문에 주로 종사해왔다. GCC 국가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공공 부문
에 자국민 고용도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이러한 구조는 최근 저유가 시기가 장
기화되면서 정부재정 지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GCC 정부들은 자국민
의 민간 부문 고용을 유도하려고 했으나 앞서 언급한 민간 부문 노동시장의 특
성으로 인해 자국민의 민간 부문 취업 선호도가 낮아 이는 쉽게 개선되지 않았
다. 그리고 기업들도 낮은 생산성, 높은 임금수준 등의 특성을 가진 자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결국 GCC 정부들은 자국인 의무고용 정책 강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GCC 국가의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은 이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저유
가 기조로 정부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자국 청년의 높은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
로 떠오르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11년 이후 업종
별, 기업 규모별로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을 정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
브나 제재를 가하는 니타카트(Nitaqat)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더욱 강화하
고 있다(표 4-6 참고). 쿠웨이트는 2013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 감축 정책을 발
표했으며, 최근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자국인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UAE와 카타르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UAE는 아부다비의 알 아인 지역 공공 부문에 자국인 고
용을 확대하여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자국민 인구가 20만~30만 명에
불과한 카타르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자국인 고용 비중을 각각 50%와
20%로 설정한 정책을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민간 부문 자국인 고용정책 추진
은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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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주요 GCC 국가별 자국인 의무고용제도 현황
국가

주요 내용

∙ 니타카트 제도 강화
- 2011년 제도 도입
- 2016년 6월 15일 새로운 니타카트 제도(Balanced Nitaqat) 발표, 2016년 11월
11일부로 적용 예정
사우디
- 사우디인 고용 비중과 함께 연봉, 여성 직원의 수, 재직 연도, 직위 등도 함께 평가
아라비아
하여 등급을 나누고 인센티브와 제재 적용(민간 부문 여성 고용 현 22%에서 30%
로 확대 목적)
- 2016년 말까지 메카 호텔 및 리조트 직원의 80%를 자국인으로 고용
- 2016년 3월 10일부로 3개월 내 휴대폰 및 관련 액세서리 판매점, 수리점 종사자의
50%, 6개월 내 100%를 사우디인으로 고용
UAE

∙ 아부다비 계획
- 알 아인 지역 등의 공공 부문 및 준공공 기관 자국인 고용확대를 통해 자국인 실업
률 절반으로 감축

∙ 2013년 이후 10년간 총 100만 명, 매년 1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 감축을 목표로, 저
임금 불법 외국인에 대한 조사 및 비자 연장 제한 등의 제도 추진
∙ 분야별 자국민 고용률은 설정되어 있으나 비효율적인 정부 행정력으로 인해 관리 감독
쿠웨이트
은 미흡
∙ 2016년 6월 6일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불법거래에 대한 벌금을 6,640달러로 2배 인
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
카타르

∙ 공공 부문, 에너지 및 산업 분야는 자국민 비율 50% 이상, 민간기업은 총 직원의
20% 이상 고용 의무화

자료: Saudi Gazette(2016. 6. 1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8); Albawaba Business(2016. 5. 2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8); Anderson(2016. 6. 6,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6); Bell(2016. 6. 1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8); 김정춘(2014. 12. 1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8). “Kuwait hikes fines
for visa trading, salary delays(2016. 6. 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8);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2013),
p. 13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재정 안정화
가. 에너지 보조금 축소
GCC 국가들은 저유가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확대를 해결하고자 보조금 감
축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보조금은 국가의 천연자원을 재분배하
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며, 주로 저소득층의 가계 지출 감소를 목적으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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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다.65) 에너지 보조금은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GCC 국가의 자국민은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
고, 에너지 가격 자체가 상당히 낮다. 또한 현지 거주 외국인을 중심으로 보조
금 축소가 진행됨에 따라 보조금을 축소하더라도 자국민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GCC 국가들은 저유가 시기의 에너지 가격이 내려간
우호적인 상황에서 석유, 천연가스, 전기 및 수도 요금 등에 대한 보조금 축소
를 추진하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12월 29일부터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가격을 인
상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수도 및 전기 요금도 인상하여 2015년 기준 GDP 대
비 15.0%까지 증가한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폭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표 4-7 참
고).66) UAE의 에너지부 장관인 수하일 알 마즈루이(H.E. Suhail Al Mazroui)는
2015년 7월 22일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국제 가격에 연동해서 한 달 단위로
고시하는 새로운 가격 메커니즘을 발표하였고, 이 정책은 2015년 8월부터 시행되
었다.67) 또한 2015년 1월 이후 전기 및 수도 요금 인상도 단행하였다.68) 이번
전기 및 수도 요금 인상은 그 대상이 아부다비 거주 외국인이라는 것과 상승 요금의
단위가 전력은 일일 200kW 초과 시 1kW당 31.8필스,69) 수도는 일일 5,000리터
초과 시 1,000리터당 10.55디르함으로 초과 요금이 발생하는 상한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70) 그러나 UAE 보조금 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
가스에 대한 별다른 축소정책은 발표되지 않아 정부재정 지출 감소폭이 기대 이하
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71)
65) IMF(2014), p. 2.
66)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Economic Reports. Yearly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17).
67) Fattouh, Bassam, Anupama Sen and Tom Moerenhout(2016), p. 9.
68) Gulf News(2016. 1. 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5).
69) 아랍에미리트 화폐단위로 100필스는 1디르함임.
70) Gulf News(2016. 1. 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5).
71) Boersma, Tim, and Steve Griffiths(2016),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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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주요 GCC 국가별 보조금 축소정책
구 분

휘발유

경유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2015년 12월 29일
2016년 9월 1일 옥탄
2016년 1월 15일
옥탄 95와 90의
2015년 8월 옥탄 95 98은 83%, 옥탄 95는
옥탄 95와 90의 가격
가격을 각각 67%,
가격 24% 인상
61.5%, 옥탄 91은
각각 35%, 30% 인상
50% 인상
41.6% 각각 인상
2.9-2.05디르함으로
2015년 1월 1일
2015년 12월 29일
29% 인하(트럭과 200% 인상 후 여론의
디젤 가격 79% 인상 중장비에만 경유 사용 반대로 2016년 1월
가능)
100% 인상으로 축소

천연가스

2015년 12월 29일
전력생산 및
석유화학용 천연가스
가격 각각 67%,
133% 인상

2014년 5월 이후
50%까지 인상

-

-

-

전기요금

2016년부터 주택용,
산업용 전기요금 각각
최대 60%, 50% 인상

아부다비, 2015년
1월 40% 인상

2016년 4월
주택용, 산업용 각각
최대 250% 인상
발표, 1년 후 순차적
적용 예정

2015년 10월 이후
사용량에 따른 가격
인상

수도요금

2016년부터 상업용
및 산업용 요금 50%
인상

아부다비, 2015년
1월 170% 인상

-

2015년 10월 이후
사용량에 따른 가격
인상

주: 2015년 이후 진행된 정책 위주로 작성함.
자료: Shanta, Devarajan. How the Arab World Can Benefit form Low Oil Pric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1. 12); 강상훈(2015. 1. 2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12); 방재희(2016. 5. 2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7); 방재희(2016. 9. 3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18);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2016c),
p. 1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쿠웨이트 정부도 저유가에 의한 재정수입 감소로 석유, 전기 및 수도 요금 등
14개 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5년 1월 경유 가격을 이전 수준의 200%로 인상하였다(표 4-7 참고). 하지
만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국회의 반발에 부딪혀 100%로 인상폭을 줄여야
만 했다. 그리고 입법 1년 이후 순차적인 적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인상 법
안도 2016년 4월에 통과시켰다.72) 이에 따라 주거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
대 250%까지 인상될 예정이며, 주거용은 1년 이후, 상업용은 1년 3개월, 공공
72) 방재희(2016. 5. 2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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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은 1년 6개월, 산업용은 1년 9개월 이후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주거용 전
기요금은 외국인과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자국인의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부과
하여 자국인의 반대여론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73) 카타르도 2015년 10월 이
후 수도 및 전기 요금을 인상하고 2016년 1월에는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는 등
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조세제도 개편
GCC 국가들은 조세수입 증대를 위해 조세저항은 낮은 반면 효율성은 높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중심으
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표 4-8 참고). GCC 산유국은 석유 부문
이 전체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로 인해 유가에 의한 연도별 재
정수입 변동성이 높게 나타난다. 높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 법
인세 등을 부과하는 조세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으나 실질적인 변화
는 없었다. 그리고 GCC 국가들은 낮은 세율을 장점으로 외국인투자를 확대해
왔기 때문에 정부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도입 및 인상하
는 것은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세저항을 최
소화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유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가가치세 도입이 가장
현실적인 증세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74) 그동안 GCC 국가간의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16년 5월 GCC 재무장관
회의에서 2018년까지 5%의 부가가치세를 공동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합의
가 이루어졌다.75) 이것은 GCC 전체 GDP의 1.5%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
다.76)
73) 방재희(2016. 5. 2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7).
74) IMF(2015), p. 10.
75) PWC(2016), p. 11.
76) IMF(2016a),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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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주요 GCC 국가별 조세제도 개편 동향
국가

주요 내용

사우디
아라비아

∙ 2016년 6월 발표된 국가변혁계획(the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에서 소득세,
죄악세 도입 발표
∙ 도심 공터 토지 가격의 2.5%에 해당하는 White Land Tax 도입 결정(2016년 6월 13일)
∙ 2016년 10월부터 비자발급 수수료 인상(40달러 → 533달러, 상용 단수비자 기준)
∙ 2018년 1월부터 GCC 공동으로 5%의 부가세 도입 예정(95개 식품류, 교육, 보건 등 분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UAE

∙ 도로 통행요금(Salik), 사업자등록증, 거주비자 등의 발급 및 갱신 수수료 등의 준조세 인상
추진을 통해 재정수입 중 정부서비스 수수료 비중을 2014년 67%에서 2015년 74%까지
확대 추진
∙ 아부다비 정부는 2016년 4월부터 호텔 숙박 시 1박당 4.1달러의 관광세 도입, 기존 6%의
시세(市稅)를 10%로 인상, 외국인 임대인에게도 3%의 시세(市稅) 도입 추진
∙ 2016년 6월 30일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공항 이용객에 대한 35디르함(9.5달러)의
출국세 신설
∙ 아부다비 정부는 2016년 7월 1일부터 기존 의료비 전액 환급에서 사립병원 이용 시 20%를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

쿠웨이트

∙ 2016년 3월 쿠웨이트 내각은 10%의 법인세 및 최대 5%의 해외송금 과세 도입 승인(도입
일정은 미정)

카타르

∙ 2018년부터 담배,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등에 대한 죄악세 및 5%의 부가세 도입 가능성
시사

자료: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2016b), p. 17;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2016b), p. 15; 주쿠웨이트 대한민
국 대사관(2016b), p. 3; Al Arabiya(2016. 3. 1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17); Kotra(2015), p. 19;
Al Subaihi, Thamer(2016. 3. 3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2. 28); Emirates24/7(2016. 6. 1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5); Saudi Vision 2030(2016), p. 86, 87, 89; Kemp, Kim(2016. 6. 2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1. 10); “Saudi revises visa fees, bears cost for all first time pilgrims”(2016. 10. 1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1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GCC 국가들은 각종 간접세 도입 및 확대를 통해서도 세수를 증가하고자 한
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도심지역 미개발 토지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하기
로 하였으며, 2016년 10월부터는 비자발급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법안도 통
과시켰다(표 4-8 참고). UAE도 통행요금과 사업자등록증, 거주비자 등의 발급
및 갱신 수수료와 같은 준조세를 인상하였으며, 관광세 및 시세(市稅) 도입, 아
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공항 이용객에 대한 출국세 신설, 건강보험 제도 개편
을 통한 개인 의료부담 인상도 단행하였다. 반면 쿠웨이트와 카타르는 증세 도
입에 대해 발표는 하였으나 도입 시기는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쿠웨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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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중동 주요 국가별 조세 부담률(법인 대상)
(단위: %)

자료: PWC(2015), p. 125.

2016년 3월 10%의 법인세 및 해외송금에 최대 5%의 세금을 도입하는 것에 대
한 내각 승인을 얻었으나 도입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카타르도 2018년부터
담배, 패스트푸드, 청량음료에 대한 죄악세 도입 가능성만을 시사하고 있다.
GCC 지역에서 향후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도입되더라도 국가들의 낮은 조
세 부담률과 외국인 위주의 과세 진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세저항은 크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에도 나와 있듯이 GCC 국가들의 조세 부담률
은 11.3%에서 22.9%로 다른 중동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리고 법인세 및 소득세 도입 대상은 외국 기업이나 개인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 증세도 각종 사치품, 패스트푸드, 청량음료에 대한 죄악세의 형태
등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자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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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채 발행 및 정부 대출 증대
GCC 국가들은 고유가 시기에 축적된 외화자산을 통해 높은 수준의 재정 건
전성을 유지해왔다. GCC 지역의 부채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2,750억 달러
로 GCC 총 GDP 대비 19.7%에 불과하며,77)78)79)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
도 2015년 기준 5.0~39.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4-2
참고). 또한 IMF에 따르면 GCC 국가의 정부 순부채는 쿠웨이트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로 실질적인 부채부담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80)
저유가의 영향에 의한 재정수입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GCC 정부가 채권 발
행 및 정부 대출을 늘리면서 공공 부문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쿠웨이트를 제외
한 나머지 GCC 국가들은 달러 페그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환율 방어 및 재정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부펀드와 외환보유
고의 외화자산을 활용해왔다. 그 결과 최근 외화자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
으며, 정부 부채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IMF는 GCC 지역의 전체 외환
보유고가 2015년 기준 7,943억 달러에서 2017년 6,970억 달러로 감소할 것
이며, GDP 대비 정부 부채는 2015년 13.4%에서 2017년 26.2%로 늘어날 것
으로 전망하였다.81) GCC 국가들은 달러 페그제 유지를 위해서 더 이상 외화
자산을 감소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 국채 발행과 대출을 통해 정부재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 향후에도 낮은 수준의 정부 부채를 바
탕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채권
77) Al Nasser, Faisal(2016. 5. 2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24).
78) 2015년 채권발행 잔액 기준.
79) 2015년 채권발행 잔액을 IMF가 발표한 GCC 명목 GDP(IMF, eLibrary Data,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April 2016), Statistical Appendix(검색일:
2016. 6. 27)로 나눈 값.
80) IMF, eLibrary Data,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April
2016), Statistical Appendix(검색일: 2016. 6. 27).
81) IMF, eLibrary Data,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October
2016), Statistical Appendix(검색일: 20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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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주요 GCC 국가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 추이
(단위: %)

주: 2016년은 추정치, 2017년은 전망치임.
자료: IMF, eLibrary Data,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October 2016), Statistical
Appendix(검색일: 2016. 10. 2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발달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국채 발행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GCC 전체 신규 채권 발행액은 651.5억 달러로 전년대비 82.4%의 높
은 증가율을 보였다(그림 4-3 참고). 그리고 전체 채권 중 국채 발행액과 비중
도 급증했다. 2014년 국채 발행은 27.5억 달러, 회사채는 329.7억 달러였으
며, 국채 발행 비중은 7.7%에 불과했다.82) 그러나 2015년 국채 발행액은
379.6억 달러로 총 발행액의 58.2%로 증가했다.83)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예산 마련을 위해 2015년 7월 4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하였다.84) 이것은 2007년 이후 처음 발행된 것으로, 주로 국내 은행을 대
상으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정보는 밝혀지지 않았다.85) 사우디아라비아는

82) Othman, Rasha A., Aliya Sattar Faisal(2016), p. 7.
83) Othman, Rasha A., Aliya Sattar Faisal(2016), p. 7.
84) Reuters(2015. 7. 1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6).
8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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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GCC 지역의 채권 발행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thman, Rasha A., Aliya Sattar Faisal(2016), p. 5.

2015년 7월을 시작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53.3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하
며 GCC 전체 국채발행액의 80.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금액을 자국 내 은행
및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달하였다.86) UAE와 카타르도 2016년 4월, 5
월 각각 50억 달러, 90억 달러의 국채 발행에 성공했으며, 쿠웨이트는 66억 달
러의 국내 대출 계획을 발표하며 유동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표 4-9 참고). 이
와 함께 GCC 국가들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국제채(international bond)
발행도 늘리고 있다. 카타르는 2016년 5월 90억 달러의 유로본드를 발행하였
으며, 쿠웨이트는 2016년 7월 99억 달러 규모의 국제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였
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10월에도 175억 달러의 국제채 발행에 성공하
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채관리청을 발족하여 참여 은행 선정 및 발행
규모를 관리하고 있으며, UAE도 국채 발행을 위한 연방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87)

86) Othman, Rasha A., Aliya Sattar Faisal(2016), p. 7.
87) 박명수(2016. 6. 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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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주요 GCC 국가별 자금조달 현황
국가

주요 내용

∙ 2020년까지 정부 부채를 GDP의 50%까지 확대(2015년 기준 GDP의 7%)
- 2015년 270억 달러의 국채 발행 계획 발표(2015년 7월 150억 리얄(40억
달러) 발행, 8~12월까지 매달 53.3억 달러 발행, 자국 내 은행에 판매)
사우디아라비아
- 2016년 4월 100억 달러 대출(5년 만기, 1991년 이후 처음)
- 2016년 10월 175억 달러의 국제채(international bond) 발행

UAE

쿠웨이트

카타르

∙ 연방정부 국채발행 위한 법 개정 추진(2016년 3월)
- 6~9개월 내 법 개정 이루어지면 국제 채권시장에서 800~1,000디르함(272억
달러) 발행 예정
∙ 2016년 4월 아부다비 정부는 50억 달러 규모 국채 발행
∙ 2016년 7월 99억 달러 규모의 국제채 발행 계획 발표
∙ 2016년 7월 66억 달러 규모의 국내 대출
∙ 2016년
∙ 2016년
∙ 2016년
∙ 2016년

1월 55억 달러의 국제 신디케이트론 발행
5월 90억 달러의 국채(유로본드) 발행
8월 13억 달러의 국채 발행
10월 13억 달러의 국채 발행

주: 1) 신디케이트 론(Syndicated loan)은 “대부분 금융기관인 대주가 차관단 즉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차주에게 일정액을 융자하는 대출방식이다.”88)
2) 유로본드는 “일국의 차입자가 외국에서 제3국 통화표시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채권의 인수단 및 판매그룹은 수개국의
은행, 증권회사 등으로 구성되고 각국의 투자가들에게 판매된다. 일반적으로 유로본드와 외채를 합해서 국제채라
불리고 있다.”89)
자료: Moore, Elaine, Simeon Kerr(2016. 5. 1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7); Reuters(2015. 7. 1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6); “Government issues local bonds”(2016. 9. 27,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8);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양자경제외교총괄과, [아랍에미리트] UAE 연방정부 국채 발행 계획 발표(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7); 박명수(2016. 6. 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7); Fattah(2016. 7. 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4)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라. 공기업 구조조정ㆍ민영화
GCC 국가들은 재정수입 확보, 외국인투자 및 민간 부문 비중 확대를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도 추진하고 있다. GCC 정부들은 재정 적자폭 축소를 위해 앞
에서 언급한 각종 지출을 줄이는 것과 함께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통
한 비용 절감 및 정부재원 마련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
88) KEB하나은행, 국제금융용어사전, 신디케이트 론(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1. 7).
89) KEB하나은행, 국제금융용어사전, 유로본드(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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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민영화 계획 발표를 기점으로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사우디 정부가 아람코를 민영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2016년 초부터 나왔으며, 2016년 4월 사우디 부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사우디 비전 2030’에 아람코의 민영화를 통해 2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
성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90) 사우디
정부는 2016년 6월 발표된 NTP에서도 공기업 민영화 전담기구인 Center of
Excellence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91) 쿠웨이트 정부도 주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6년 4월 정부 설립
이후 최초로 쿠웨이트 증권거래소의 민영화 및 IPO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표 4-10 참고).
UAE와 카타르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 지출을 줄여나가기 위한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UAE의 국영 에너지기업인 TAQA는 유가 하락에 따른 기
업 손실을 줄이기 위해 원유 및 천연가스 사업부 직원의 22%를 감원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6억 8,0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
다.92)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기업인 QP(Qatar Petroleum)는 2015년 4월 해
외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자회사로 두고 있는 QPI(Qatar Petroleum
International)를 인수하고 향후 해외투자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 검토 및 비에너지 부문 투자제한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표 4-10 참고).
이와 같은 GCC 국가들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은 기존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공 부문의 비중을 줄이고 정부의 자금 마련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민간 부문
의 규모 및 외국인투자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
고 앞으로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민영화에 대한 검토가 활발
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90) Raval, Anjli, Neil Hume(2016. 1. 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14); Waldman, Peter(2016.
4. 2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14).
91) Feteha, Ahmed, Vivian Nereim, Wael Mahdi(2016. 6. 6,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15).
92) 강훈상(2015. 8. 1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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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주요 GCC 국가별 민영화 및 구조조정 동향
국가

주요 내용

∙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 아람코 민영화 및 지분의 최대 5%까지를 일
반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방안 발표, 교육 및 보건의료, 지방행정, 주택, 금융,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관련 기업 및 기관의 민영화도 추진 예정
∙ 공기업 민영화 전담기구인 Center of Excellence 설립 추진
UAE

∙ 아부다비 국영 에너지기업(TAQA)은 저유가로 원유 및 천연가스 사업부 직원을
22% 감원했다고 발표(2015년 8월)

쿠웨이트

∙ 2016년 4월 25일 민간기업인 쿠웨이트거래소(Kuwait Bourse Company)가 쿠
웨이트 증권거래소(KSE: Kuwait Stock Exchange) 운영 시작, 쿠웨이트의 첫
번째 민영화 사례로 10월에 IPO 예정(총 지분의 6% 정부 소유, 50% 일반인 대
상, 44% 외국인 할당 예정)

카타르

∙ 2015년 4월 17일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QPI는 해외사업 운영과 투자에 집중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
- 해외 프로젝트 수행의 타당성(지리적 위치, 비용 대비 수익) 검토, 에너지와 무
관한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
- 모회사인 QP의 QPI 인수

자료: 차민영(2015. 5. 1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7); Kotra(2015), p. 19; 방재희(2016. 6. 27,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7); Carpenter, Claudia and Sarmad Khan(2015. 8. 1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24)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가. 투자제도 개선
GCC의 열악한 사업환경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사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16)에 따르면 31위를 차지한 UAE를 제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82위, 카
타르는 68위, 쿠웨이트는 101위로 낮은 순위에 머무르고 있다(표 4-11 참고).
GCC 국가들은 낮은 세율, 다양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혜택 등을 주요 투자
인센티브로 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납세
부문은 GCC 전반의 낮은 세율로 인해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쿠웨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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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주요 GCC 국가별 사업환경 순위(2015년)
(단위: 순위)

항목/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사업개시

130

UAE
60

쿠웨이트

카타르

148

109

건축허가 처리

17

2

133

8

전력 수급

24

4

128

111

재산 등록

31

10

68

28

신용 획득

79

97

109

133

투자자 보호

99

49

66

122

납세
국제 교역

3

1

11

1

150

101

149

119

계약 이행

86

18

58

112

도산 처리

189

91

122

51

사업환경

82

31

101

68

자료: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Data, Economy Snapshots, http://www.doingbusiness.org/data(검색
일: 2016. 7. 14).

제외하고 건축허가 처리환경도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다. 하지만 사업개
시, 국제 교역, 도산 처리 등은 비용 및 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절차도 복
잡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투자환경 순위가 상당히 낮았다.
정부의 비효율성과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 등은 GCC 국가의 사업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 요소로 꼽혔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국제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는 GCC 주요 4개국의 사업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 요소를 정부의 비효율성과 구속적인 고용 법률(restrictive labor
regulations)로 보고 있다.93)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에
서는 구속적인 고용 법률이 가장 큰 문제 요인이었으며, 쿠웨이트에서는 두 번째로
큰 문제 요인으로 나타났다.94)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정부의 비효율
성은 사업환경의 문제 요인 중 각각 1위, 3위, 3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95)

93) World Economic Forum(2015), p. 224, p. 302, p. 310, p. 356.
94) Ibid., p. 224, p. 302, p. 310, p. 356.
95) Ibid., p. 224, p. 302, p. 310, p.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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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UAE는 7위를 기록하며 다른 GCC 국가보다 양호한 정부 효율성을 보였
다. GCC 국가들은 자국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고용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현지에서 사업을 할 경우 스폰서 제도를 통해 피고용자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이 현지인에게 주어지는 등의 제도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우디아라비
아에서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것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96)
그동안 GCC 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 개
발, 부동산 및 건설 등 자본집약적 산업 부문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97) 그
러나 진정한 의미의 경제다각화를 위해서는 고용창출, 기술이전, 생산성 향상
등이 가능한 비석유 부문, 제조업, 고부가가치 기반 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확
대되어야만 한다.98) GCC 국가들은 경제다각화를 추진하고 자국의 산업경쟁
력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진출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GCC 국가들은 주로 회사법 및 외국인투자법 개선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외국기업의 최소자본금
축소,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폐지 등 투자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표 4-12 참고).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100% 외국인투자법인
의 최소 자본금을 인상하고 해당 기업의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을 75%로 상
향 조정하는 것과 함께 기업 요건도 혁신적인 업종, 특허제품 및 수출용 제품
생산기업으로 제한하고 사우디 표준규정에 부합해야 하는 등의 제약을 두고 있
다. 반면 사우디 기업과 합작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절차 간소화, 최소
자본금 축소 등의 투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이것은 외
국 법인의 단독투자보다는 사우디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기술이전 및 경

96) Qureshi, Riyazuddin(2016), p. 338.
97) OECD(2014), p. 7.
98) Ibid.,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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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주요 GCC 국가별 외국인투자법 개정 현황
국가

개정법안

주요 내용

외국인
투자법

∙ 2016년 2월 16일 외국인투자법 개정
- 100%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시 인원 50명 이상, 이 중 사우디인 비율 75%
이상 구성 의무화
- 최소 자본금 3,550만 리얄(약 930만 달러)로 대폭 인상
- 기업 요건도 혁신적인 업종, 수출용 제품 등으로 명문화, 사우디 표준규정 부합
필요, 기업 대표의 범죄기록 여부 확인
- 기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2년 내 소급 적용

회사법

∙ 2015년 11월 9일 회사법 개정 입법 예고, 2016년 4월 8일 발효
∙ 지주회사(Holding company)의 개념을 유한회사(JSC: Limited Liability
Company)와 합자회사(JSC: Joint Stock Company) 중에서 명확하게 택해 설립하
도록 규정
- 유한회사 관련 개정사항: 최소 설립 인원 수를 한 명으로 축소, 정관 제정,
변경 공지는 상공부 웹사이트 등록으로 절차 간소화, 법적 유보금 매년 자본금의
50% 이상에서 30%로 하향 조정 등
- 합자회사 관련 개정사항: 정부, 공기업, 전액 정부투자기업, 자본금 500만 리얄
이하 기업은 1인 주주 설립 가능, 비공개 합자회사의 경우 최소 주주 수를 5명에서
2명으로 축소, 합자회사 최소 자본금을 200만 리얄에서 50만 리얄로 축소 등
∙ 자본출자에 공인된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

회사법

∙ 2015년 4월 1일 회사법 개정
- 개인 1인(또는 단독 법인) 유한책임회사(LLC) 설립 허용
- 비영리 법인의 불인정, 5년간 회계장부 보존 의무 도입
- 자국민의 법정 최저 지분율 51% 초과하는 지분 양도 거래는 무효
- 현금성 부채의 자본전환 허용
- 에미리트 투자청(Emirate Investment Authority)에 주식공개 상장법인의
주식 5% 청약권 부여
- 자유무역지역(free zone) 이외의 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은
49%로 유지

외국인
투자법

∙ 2014년 12월 14일 개정된 외국인투자법 발표
- 외국인투자 전담기구인 KDIPA(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설립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100% 지분 인정(이전에는 49%까지만 가능)
- 석유, 부동산, 금융 서비스 등은 각종 인센티브에서 제외
- 투자 신청 기업은 쿠웨이트인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방안, 기술이전, 수출
증대, 중소기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서(concept paper) 제출 필요

회사법

∙ 2015년 6월 회사법 개정안 발표(2015년 8월 시행)
- 카타르 내 모든 기업 2016년 2월까지 법안 적용
- 신규 진출 시 법정 최소 자본금 삭제
- QFC(Qatar Financial Centre) 진출 시 100% 외국인 지분 소유 가능
- 1인 기업도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 가능
- 합작법인 내 주주의 동종업계 종사 금지

사우디
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자료: 방재희(2016. 5. 2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7); Alhajouj, Osama(2016. 3. 2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7); Alhajouj, Osama(2016. 4. 1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8); 박미진(2015. 4. 1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8); KPMG(2015b), pp. 1-2; 이용호(2015. 9. 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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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노하우 전수 등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의 이점을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
다. UAE는 2015년 회사법을 개정하여 기업 설립 기준을 완화하였으나 여전히
자유무역지역 이외 지역에서 기업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49%로 유지하고자 하
였다. 쿠웨이트는 2014년 12월 외국인투자전담기구 설립, 외국인투자자에 대
한 100% 지분 인정 등의 긍정적인 내용과 자국인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중
소기업 육성 방안이 포함된 사업개요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외국인투자법
에 포함하였다. 카타르는 2015년 6월 신규 진출 법인의 최소 자본금 조항 삭
제, 유한회사 설립 시 1인 기업 인정, 카타르금융센터(Qatar Financial
Centre) 진출 시 100% 지분 소유 인정 등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회사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나. 민관협력 프로젝트 확대
GCC 국가들은 재정 지출 축소, 민간 부문 개발, 경제다각화 촉진을 위해 PPP
형태의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비중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의
PPI(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데이터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MENA 지역에서 진행된 PPP 프로젝트는 총 173건, 프로젝트 가치
는 1,108억 달러로 이는 전 세계의 4.4%(투자금액 기준)에 불과했다.99) 또한
MENA 지역 내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지역에서 진행된 PPP 프로젝트
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00) GCC 국가들은 그동안 풍부한 석유 수입
을 바탕으로 정부 재정만으로도 각종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적었기 때문에 PPP
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101) 하지만 국제유가 하락의 장기화 및 예멘 내전
99) World Bank,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Regional Snapshot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14).
100) World Bank,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Custom Query, Advance
Search(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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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증가, 경제다각화 추진 확대, 2022 카타르 월드컵과
2020 두바이 엑스포 등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 개발의 필요성 증가로 민간참여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02)
이를 위해 GCC 국가들은 PPP 프로젝트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관리 및 감독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민간 부문의 철도 및 항만 부문
기여를 각각 5%에서 50%, 30%에서 70%로 높이고자 하며, 민영화를 통한 지
분 투자와 함께 지하철 및 철도 역사 인근 부동산 개발, 물류 허브 구축, 배후단
지 조성을 허용하는 등의 유인 정책을 통해 PPP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
다.103)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 관리 당국인 GACA(General Authority
Of Civil Aviation In Saudi Arabia)와 사우디전력공사(Saudi Electricity
Company)는 각각 현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단계에 있는 타이프 국제공항
(Taif International Airport)과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에 대한 PPP 형태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104)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PPP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의 최저가 낙찰제도 또한 개선하고 있다.105) 쿠웨이트는 PPP 프로
젝트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KAPP(Kuwait Authority for
Partnership Projects)와 같은 정부 주도의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PPP 관리
및 감독기구를 설치한 바 있다.106) 카타르의 상업 및 경제부는 2016년 말까지
PPP 관련 법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107) 개정 법안은 그동안 수
도 및 전력 부문과 석유ㆍ천연가스 부문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PPP 허용 범위
를 교육, 보건의료, 스포츠 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게 될 것
이다.108) 두바이 정부는 2015년 9월 PPP 법안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1월부
101) Pierce, Brain(2016. 3. 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8).
102) Aguinaldo, Jennifer(2015. 9. 2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14).
103) Fahy, Michael(2016. 6. 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9).
104) Pierce, Brian(2016. 3. 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8).
105) Fahy, Michael(2016. 6. 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9).
106) Fahy, Michael(2016. 6. 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9).
107) Wood, Allison(2016. 3. 2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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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행하기로 하였다.109) 이후 두바이 도로교통청(RTA: Dubai Roads and
Transport Authority)은 신규 유니언 스퀘어역 플라자(new Union Square
Station Plaza)를 첫 번째 PPP 프로젝트로 발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10) 두
바이 수전력청(DEWA: 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도 무함마
드 빈 라쉬드 태양에너지 발전소(Mohammed Bin Rashid Al-Maktoum
Solar Park) 건설의 3단계 입찰을 PPP 형태로 진행하기로 하였다.111) 또한 두
바이 시청은 EPC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와르산 폐기물 에너지 전환 프로
젝트(WTE: Warsan waste-to-energy project)를 PPP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12) 아부다비 정부도
2016년 5월 커뮤니티 센터, 주차장 타워, 관광 인프라 등 53건(13.7억 달러)
의 프로젝트를 BOT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민간투자 참여를 확대하
고자 하고 있다.113) 하지만 아직까지 GCC 국가 전반적으로 제도적 기반이 미
약하고,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각 정부의 PPP 유치
확대에 대한 의지에 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114)

다. 국부펀드 구조개혁 및 투자전략 변화
GCC 국가들은 최근 저유가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국부펀드의 규모 확대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 내 투자 확대와 함께 정부 재정적자 축소에
도 활용하고 있다. GCC 국가 등에서 원유 수출을 기반으로 조성된 국부펀드의
목적은 유가 상승 시 수익 극대화를 통해 외화 자산을 축적하고 원유 가격 하락
108) Wood, Allison(2016. 3. 2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5).
109) 박하얀(2016. 7. 1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15).
110) Pierce, Brian(2016. 3. 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8).
111) Pierce, Brian(2016. 3. 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7. 8).
112)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2016c), p. 3.
113)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2016b), p. 3.
114) 황혜진(2016. 10. 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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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부펀드 자금을 자국경제 안정화에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6년 1월
평균 유가가 20달러대까지 내려가면서 GCC 국가들은 확대되는 재정적자 규
모 상쇄와 금융 부문 유동성 공급 등에 국부펀드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사우디
중앙은행인 SAMA는 2015년 유럽 주식시장에서 13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회
수하였으며, 쿠웨이트의 국부펀드인 쿠웨이트 투자청(KIA: Kuwait Investment
Authority)도 2015년 이후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약 300억 달러의 자산
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4-13 참고). QIA 또한 독일 건설사인 호티에
프(Hochtief) 주식을 매도하고 프랑스 건설사인 빈치(Vinci) 지분 또한 축소
하여 유동성 공급에 활용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국부펀드의 규모 확대 및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4월 ‘사우디 비전 2030’ 발표를 통해 국영 석유기
업인 아람코 IPO를 기반으로 자국 내 또 다른 국부펀드 중 하나인 PIF(Public
Investment Fund)의 규모를 2조 달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AE
정부는 2016년 6월 에너지, 기술, 항공, 산업, 부동산 투자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680억 달러 규모의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와 670억 달러 규모의 무바달라(Mubadala) 간 합병
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UAE 최대 국부펀드인 아부다비 투자청
(ADIA: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은 2015년 이후 수익률이 감소
하자 비용절감 차원에서 외부 자산운용 비중을 60%로 줄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중동 주요 국부펀드들은 해외 부동산, 에너지 부문 투자를 통한 수익
률 확대에 나서고 있다. ADIA는 2016년 6월 22일 인도 천연가스 공급회사인 마
하나가르 가스(Mahanagar Gas Limited)의 앵커 투자자로 IPO에 참여하였으
며, 2016년 7월 1일에는 홍콩 부동산 기업인 슌탁(Shun Tak Holdings)과 마카
오 타이파 지역 쇼핑몰에 합작투자 형태로 4.2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그리고 QIA
는 2016년 15억 달러를 비롯해 향후 5년간 미국 관광, 부동산, 에너지 부문에 총
3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GCC 지역 국부펀드들은 앞으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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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주요 GCC 국가별 국부펀드 투자 동향
국가

주요 내용

사우디
아라비아

∙ 사우디 아람코에 대한 IPO 이후 지분 매각(5% 이내)을 통해 현재 1,600억 달러 규모의
공공투자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를 2조 달러의 세계 최대 국부펀드로 조성
∙ SAMA는 2015년 유럽 주식시장에서 13억 달러를 인출한 것으로 나스닥 추산

UAE

∙ 2016년 6월 22일 인도 천연가스공급회사인 마하나가르 가스(Mahanagar Gas Limited)의
앵커 투자자로 IPO에 참여
∙ 2016년 7월 1일 아부다비 투자청(ADIA: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은 홍콩 부동산
기업인 슌탁(Shun Tak Holdings)과 마카오 타이파 지역 쇼핑몰에 합작투자 형태로 4.2억
달러 투자
∙ ADIA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외부자산운용 비중을 60%로 축소
∙ 2016년 6월 30일 아부다비 왕세제가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와 무바달라(Mubadala) 간 합병 추진 발표
* 680억 달러 규모의 IPIC와 670억 달러 규모의 무바달라 간 합병을 통해 에너지, 기술,
항공, 산업, 부동산 투자 등의 시너지 효과 기대

쿠웨이트

∙ 2015/16년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쿠웨이트 투자청(KIA: Kuwait Investment Authority)
자산 중 최대 300억 달러 매각

카타르

∙ 카타르 투자청(QIA: Qatar Investment Authority)은 2016년 15억 달러를 비롯해 향후
5년간 미국 관광, 부동산, 에너지 부문에 총 35억 달러 투자 발표
∙ QIA는 독일 건설회사인 호티에프(Hochtief) 주식 매도, 2015년 프랑스 건설기업 빈치(Vinci)
지분 축소

자료: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2016c), p. 3;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2016), 카타르 주간동향(2016.1.8-1.1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6. 27); SWFI(2016), p. 7; SWFI. SWFI Compass. 11116 – Opportunity –
Sovereign Wealth Fund(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19); SWFI. SWFI Compass. 11115 – Opportunity
– Sovereign Wealth Fund(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19); EIU(2016b), p. 5; “Sovereign wealth fund
sees lower returns.”(2016. 7. 2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에너지 및 부동산 투자와 함께 자국 내 인프라 개발, 산업 발전 등에도 투자를 늘려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115)

5. 요약 및 시사점
국제 석유시장의 구조 변화로 2014년 이후 국제유가는 급락하여 최근
30~50달러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그 영향으로 석유 의존도가 높은
GCC 국가들은 성장 둔화, 재정적자 확대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
115) Widdershoven, Cyril(2016. 4. 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8).

제4장 유가 하락과 중동 산유국의 대응전략 • 107

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성장둔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강조되었던 경제다각화 정
책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국가 개발계획을 발표하거나 이행률을 높이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4월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이에 대
한 후속조치로 부처별 목표를 제시한 ‘국가변혁프로그램’을 6월에 추가 발표하
였다. UAE는 ‘아부다비 계획’, ‘두바이 산업전략 2030’ 등을 수립하며 전략산
업 개발 및 공공 부문 개혁에 힘쓰고 있다. 쿠웨이트와 카타르는 기존 개발 계
획 중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이행률을 높이고자 한다. GCC 국가들은 이와
함께 비석유 부문 중 신재생 에너지를 주축으로 한 각종 전략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정책도 확대하고 있으며, 여성을
포함한 자국민 고용확대 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석유, 천연가스, 전기 및 수도 요금 등에 대한 보조
금을 삭감하여 경상 지출을 줄이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도입을 포함한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그동안
외환보유액과 국부펀드의 외화자산을 통해 정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
으나 지금은 국채 및 정부 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재원마련 전략을 변경하고 있
다. 그 외에도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다각화 및 저유가에 의한 재원 부족을 해
결하려는 시도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법 및 회사법 개정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민관협력 프로젝트 도입 및 확대를 통해서는 민간
및 외국인의 프로젝트 개발 동참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투자재원 마련을 기대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부펀드의 구조개혁도 추진하여 자국의 유동성 확보 및
전략산업 육성에도 활용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저유가에 의한 정책적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GCC 주요
산유국 진출 및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위협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GCC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에너지 보조금 축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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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고용확대 정책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각종 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재정지출 축소로 GCC 정부 발주 프로젝트 규모 또한 줄어들면서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프로젝트 수주에 대
한 참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그동안 EPC 위주의 중동 건설시장 진출은 더 이
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재정 부족에 의한 외화자산 활
용 및 정부의 민간예치금 축소는 현지 금융시장 유동성을 악화시켜 우리 기업
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반면 GCC 국가들이 실질적인 경제다각화를 추진하고 정부 개혁을 시도하
면서 기회요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GCC 주요 국가들이 경제다각화를 위
해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 간 다양한 분야에서
의 협력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PPP 프로젝트 증가로 투자개발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현지의 PPP 법률 발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 제도 개선에 따
라 우호적인 현지 진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현지 자본시장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채권 발행 및 대출 증가, 국부펀드의 구조개혁 및 투자전략 변화는 우리나
라 금융기관의 중동 진출 및 투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GCC 국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정부간 협력방안을 마
련하고 기업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GCC 산유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다각화와 전략산
업 육성정책을 고려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류, 전력,
보건의료,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분야별로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전략산업별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강소기업에 대한 소개 및 현지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
마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GCC 국가들의 경제다각화 추진 목표
중 하나인 청년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유가 하락과 중동 산유국의 대응전략 • 109

GCC 국가들은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민간 및 외국인 참여를 통한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GCC 지역의 PPP 프로젝트
참여 시 수출신용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중
소기업간 협력 및 현지 진출 시 신용 보증, 저리 대출 등도 고려할 수 있다. 또
한 기존에 구축된 각종 협력펀드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
한 경우 새로운 협력펀드 조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기업과 함께 금융기관 진출 확대 및 현지 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도 필요하다. GCC 국가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마련 외에
도 개발 및 자국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보다는 자국의 산업개발을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활발히 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및 중동 국부펀드의 국
내기업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협력방안 마련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동 주요 산유국의 PPP 추진 의지 대비 부족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우리 정부의 PPP 도입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GCC 국가들은 PPP를 통한 인프라 개발
에 관심이 높지만 실질적인 제도는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MF도
GCC 지역의 PPP 프로젝트 확대를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 제한된 재무
적 위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116)

116) IMF(2016a),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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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내용 및 시사점
제2장에서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원유시장에서의 수
급구조를 분석하고 향후 유가 하락 국면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를 전망하
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세계경제의 침체로 원유 소비 증가세가 둔화한 반면 공
급 측면에서는 산유국간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인한 증산과 북미를 중심으로 한
비전통 오일 생산 증가로 원유시장에서 과잉공급 상태가 나타났음을 지적하였
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세계경제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산유국간 생산
량 조정이 어려워 앞으로 2~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국제유가 하
락은 중동 산유국 경제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경제활동의 저하를 의미하기 때문
에 ‘지속가능한 지식기반 경제’라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응전략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3장에서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이 중동 산유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4개국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
및 교역부문, 재정부문, 투자 및 금융 부문 등을 분석하였다. 유가 하락으로 석
유 부문이 GDP 및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 부문에서도 재정수입은 크게 줄었으나 지출규모는 줄지 않아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재정부담이 커졌다. 재정수입의 감소는 외환보
유액, 국부펀드 등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 발주의 프로젝트 시장이 위
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규모도 감소하면서 자국 내
경제 다각화에 필요한 민간 부문의 투자유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GCC 4개국을 중심으로 3장에서 분석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먼저 GCC 산유국은 석유 부
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 부문을 확대하기 위한 경제다각화 정책을 강
화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
책을 마련하고, 여성을 포함한 자국민 고용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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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하고, 부가가치세 도입 등 조세제
도를 개편하여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국채 발행과
정부 대출, 공기업 민영화 등을 활용한 재정 확충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세 번
째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법 개정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
다. 이러한 중동 산유국의 대응전략으로 인해 기존 단순 도급 위주의 프로젝트
수주방식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 저유가 시기 한ㆍ중동 경제협력의 기본 방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유가 하락은 석유 부문 의존도가 과도한 중동 산
유국 경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약화시킨다. 이에 따라 중
동 산유국은 경제다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비석유 민간 부문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과 외국인투자를 확보해야 하
는 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은 사실상 상대적 고유가 시기의 정책과 상반된 것
은 아니다. 오히려 고유가 시기에 추진되었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재정 부담으로 인해 재정을 통한 비석유
부문 육성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민
관협력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한다는 데 있다.
이는 기존의 한ㆍ중동 경제협력 관계로는 돌파하기 어려운 환경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최근까지 수출과 단순도급형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중동 시
장에 진출해왔다. 이는 고유가에 기반한 중동 산유국의 구매력과 재정기반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저유가의 경제환경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
는, 즉 국제유가 변동성에 취약한 경협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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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국제유가 하락 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한ㆍ중동 경협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
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먼저 중동 산유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다각화
에 초점을 맞춘 산업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중동 산유국이 전략산업으로 추
진하고 있는 분야에 국내 자본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기업의 입장에서는 GCC 산유국의 민간 부문 확대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
회를 발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산업협력의 다각화는 양국
간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협력 부문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이외에 신재생에너
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
의 65.6%(2015년 기준, 표 1-3 참고)를 GCC 산유국에 의존하는 만큼 GCC
산유국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에너지 협력을 단순히 석
유 및 가스의 원활한 수입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제다각화의 기반
이 되는 전력 인프라의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그리고 산업 플랜트, 오피스 건물 등의 에
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사업 등에서 새로운 협력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양국의 금융조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 기반을 구축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산업협력과 에너지 협력은 수출이나 단순 도급형 프로젝
트만으로는 경협관계를 심화시킬 수 없고 반드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금융조달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프로젝트 수주가
어렵다. 따라서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상업은행 그리고 해외 개발금융기관
간의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기업의 금융조달 역
량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117) 투자협력은 산업 및 에너지 협력
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산업 및 에너지 협력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투자협력은 고유의 전문성과 협력 채널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타 부문과
117) 이권형 외(2014), pp. 17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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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저유가 시기의 한ㆍ중동 경제협력 방안

자료: 저자 작성.

협력을 하면서도 독자적인 협력 목표와 추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정부간 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민
간 부문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중동 국가들의 의사결정 특성을 고려할 때 정
부간 협의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양국
간 정상회담, 고위관료급 회담, 실무진 회담 등 협력 채널을 다변화하고, 양국
부처간 협의 및 조정,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림 5-1]은 이러한 기본 방향을 도식화한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각 부문
별로 좀더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3. 부문별 한ㆍ중동 경제협력 방안
가. 산업협력 부문
앞서 언급했듯이 산업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국제유가 하락 이후 더욱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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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제다각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
ㆍ중동 경협은 에너지 수입과 해외건설에 치중했기 때문에 중동 산유국의 경제
다각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했다. 또한 우리가 상대적으로 앞선 제조업
제품의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국내 제조업 기술과 경험을 중동 산유
국의 경제다각화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중동 산유국의 경제다각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먼저 자국
내에서 경제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
지 제도와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현지 기업과 선진기술 및 경험을 갖고 있
는 국내기업 간의 공동투자를 통해 합작기업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서
는 민간 부문의 대기업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양국간 산업협력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진출 수요가 많아지면 현지에 국내기업
전용 공단 설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현지 정부로부터 세제, 임대료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국내기
업간 물류나 유통 부문의 협력을 통해 비용을 절약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중소기업 협력 업종으로는 단순 가공형 제조업보다는 IT 기술이 접
목된 고부가가치형 중소 제조업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중동 산유
국에서 확대되는 보건의료,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 의료기기, 교육
용 소프트웨어 등의 업종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신도시 건설, 전문병원 설립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에 필요한 중소 제
조업이나 서비스업 관련 기업이 합작 투자를 통해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대규모 노동집약적 조립산업은 고용창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에 적합한 현지 노동력을 찾기 어려워 단기적으로는
협력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합작기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주변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역량
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험을 보더라도 1970년대 산업화를 빨리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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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산제품의 수출을 늘려 나가면서 국제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이다. 중동
산유국도 마찬가지이다. 경제다각화를 위해서는 수출이 가능한 제조업 부문의
확대가 필요하다. 수출이 중요한 이유는 중동 산유국의 작은 내수시장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해외 경쟁을 통해 노동 규율과 생산성 향상을 제
고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술력 있는 의료기기 또는 IT 관련 국
내 업체들이 현지 중소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수출을 염두에 둔 현지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이 필수적
이다. 석유화학 플랜트나 중소제조업 플랜트를 건설한 이후에도 생산,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나 교육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교사 등과 같은 전문인력이 적재적소에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공동의 투자를 통해 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하
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문직종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적자원 개발은 중동 국가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중동 지역
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의 경우에도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
우가 많다. 이런 기업을 위해 중동지역 해외건설 프로젝트 및 역내 리스크 관리
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118) 또한
중동 지역 프로젝트 수주 및 관리를 위해서는 중동 국가들에 고유한 경제 및 산
업 구조, 정치, 사회, 문화 등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
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나. 에너지협력 부문
우리나라는 원유 공급의 대부분을 중동 산유국에 의존하는 만큼 에너지 안
118) 이권형 외(2014), pp. 177~17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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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차원에서 중동 산유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
라와 중동 산유국 간에 에너지 안보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자와 공급자로서
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에너지 정책의 공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안정
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예측 가능한 수요량 및 공급량
확보와 가격 안정화이다. 가격과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국제 원유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서로 중장기 에너지 수요계획과 공급계획을 공유하여 급박한 수
급상의 애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 공동투자를 통해
원유 저장소를 확충한다면 수급의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거래 물량과 가격 면
에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 사업을 석유 및 가스 수입에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먼저 중동 산유국은 석유 및 가
스를 통한 전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태양광 패널 제조 및 시스템 구축 등에 경쟁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동 투자 및 공동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송배전망 효율화,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경쟁력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 진
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와 같이 에너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면 일방적인
에너지 수입의 입장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출 차원으로 접근하여 에너지 협력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투자협력 부문
투자협력은 전통적인 한ㆍ중동 경협관계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지
못했으나 향후 현지 기업과의 합작기업 설립,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 등의 필요
성이 커지면서 투자협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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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투자협력은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면서
많은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므로 투자 서밋(investment summit)이나 투자 포
럼 등의 개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투자자들이 양국의 정치
및 경제 동향, 산업정책, 법률, 제도, 규정 등을 이해하고 프로젝트 발주 정보
등을 미리 취득하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119)
해외 투자진출을 도모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용 펀드 등을 조성
하여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초기 진출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현지 사무
소 운영 및 인력 파견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투자개발형 진출
기업의 지원을 위해 국내 금융자문사 및 법률자문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중장
기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투자 지역으로는 GCC 산유국 이외에 중동 지역의 비산유국이나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국가들에는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DB(Islamic Development Bank) 등과 같은 다자개발은행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이 연계되어 있는 전력, 담수화 시설, 도
로,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이 많이 있다.120) 또한 이라크, 리비아, 시
리아 등은 전쟁과 내전, 테러 등으로 각종 인프라와 산업시설, 의료시설 등이
파괴되어 경제 재건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 한-GCC 공
동으로 투자협력을 통해 진출한다면 투자 리스크를 크게 줄이면서 수익 기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121)

라. 제도협력 부문
한국과 중동 국가들은 각기 상이한 정치 및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투자, 조
세, 통관, 노사관계, 분쟁처리절차 등 부문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따
119) 이권형 외(2014), pp. 180~181 참고.
120) IFC, IDB 등의 금융지원 사례에 대해서는 이권형 외(2014)의 3장 참고.
121) 보다 구체적인 제3국 공동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은 이권형 외(2014), pp. 182~187 참고.

제5장 저유가 시기의 한ㆍ중동 경제협력 방안 • 119

라서 국내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경우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
는 사례가 많다. 이는 국내기업이 대중동 진출을 꺼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양국 정부간 협의 채널을 통해 주요 법률 및 제도 변경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상대국에 전달하고, 국내 기업이 해당 정보를 바로 취득할 수 있
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은 현지 정보 취득
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다.
또한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중동 산유국 정부들은 저유가 대응전략의 일환
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투자법 및 민관
협력사업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법
률 및 제도들의 시행 방식에 대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책을 조
정해주는 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122)
산업협력 부문에서도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정부간 차원에
서도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국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의
경제 및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중동 지역 공무원에게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실행에 필요했던 행정 경험을
전수하고 중동의 경제다각화 정책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중동의 경제다각화 정책에 필요한 국내 기업 수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122) 이권형 외(2014), pp. 182~18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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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Lower Oil Prices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LEE Kwon Hyung, SON Sung Hyun, JANG Yunhee, and RYOU Kwang Ho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suggest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in the times of lower
oil prices. A rapid decline of oil prices since the second half of 2014
has negatively impacted on economy of the GCC(Gulf Cooperation
Council) countries which heavily depend on oil and gas sector. GCC
countries are facing economic recession with the worsening of the
financial situation, lack of liquidity and decrease of investment. The
sharp drop in oil revenues due to lower oil prices caused government
fiscal distress and made the GCC countries use accumulated foreign
exchange reserves and sovereign wealth fund. They also prioritize
projects focusing on social infrastructure including education and
public services, leading to decrease of number of project contracts
awarded in the GCC region.
In response to the economic slowdown and fiscal burden, GCC
countries have strengthened policy measures for economic
diversification. They have promoted various supporting polici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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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ture their strategic industries - most notably the renewable energy
sector - and competitiv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region. In order to regain fiscal soundness, GCC countries have been
trying to cut their energy subsidies and revise the tax system, expanding
government loans and privatization of their state-owned companies
than the past. Moreover, they are making more efforts to increa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with improvement of business
environment and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procedures.
The economic difficulties facing the GCC countries due to lower oil
prices is causing a significant concern over dwindl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GCC countries. In response to this,
a new cooperation framework is needed to strengthen bilateral ties for
shared growth. Four fields of cooperation can be identified as follows.
First, industrial cooperation should be reinforced to expand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job creation in the GCC countries. Second, energy
cooperation should be broadened into the fields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other than energy trade.
Third, investment cooperation need to be strengthened to facilitate
joint investment in the region including joint ventures. Fourth,
institutional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is needed to share
Korean institutional reforms in the fields of tax, subsidy, privatization,
FDI and so on, deepening mutual understanding of economic partners
for co-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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