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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 중동 각국은 석유 및 가
스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IT, 물류, 금융 등 다양한 부문
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다각화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정책은 이러한 경제다각화의 핵심
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과 고용
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동 각국의 정부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조직을 재편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육성은 우리나라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이기도 합니다. 과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중
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성장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은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 사이의 공통된 정책과제
로서 양국간 경제협력 차원에서 충분히 연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
의 중소기업 육성 수요와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이 서로 보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ㆍ중동 경제협력의 다변화 차원에서 대기업 이외에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대중동 진출 모델을 개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도 여전히 효과적인 진출전략이지만, 중소기업
주도의 진출전략도 진지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중동 국가들은
한국기업들에게 한국 제품의 단순 수출이 아니라 기술이전과 자본이 결합된 투
자진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역량과 해외시
장정보 습득 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해외진출 경험이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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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을 배경으로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특징과 경영환경,
중동 주요국의 육성전략 및 지원정책, 정부간 중소기업 협력사례 등과 함께 국
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대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및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중동 국가들
의 경제정책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협력’이라
는 새로운 한ㆍ중동 경제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역
량을 강화하고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주도
의 혁신 성장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정책 변화를 심층적
으로 이해하고, 중동지역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2월
원장 이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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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특징과 경영환경, 중동 주요국의 육
성전략 및 지원정책, 정부간 중소기업 협력사례 등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대
중동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및 한ㆍ중동 중소
기업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중동 국가들의 경
제정책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협력’이라는 새
로운 한ㆍ중동 경제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역량을 강
화하고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배경 및 특징을 파악하고 경영환경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은 중동지역의 경제다각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지역 중소기업
의 GDP 기여도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
기업은 전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 시작된 유가하락으로 경제다각화와 민간 부문 발전 필요성이 커진 가운
데, 중동 산유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더욱 적극적
으로 나서고 있다. 각국 정부는 기업 발전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과 투자를 확대
해왔으며 이는 지역 내 스타트업의 증가 추세로 이어졌다. 특히 UAE는 투자 규
모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앞서며 중동지역의 스타트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기성세대보다 창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을 중심
으로 향후 중동지역 스타트업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스타트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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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은 높은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환경은 개
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기업환경 및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업
환경평가, 글로벌경쟁력지수, 글로벌혁신지수 등의 지표에서 중동지역은 전반
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접근성 제한, 법적 제도 미비, 노동시장 비효율 등은 중동지역 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와 같은 문제의 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 내
구직자의 공공 부문 선호가 여전히 높고 민간 부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인적자
원이 부족한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업무강도가 높고 임금이
적은 민간 부문 취업은 기피되어 왔으나 향후 경제발전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
해 중소기업을 통한 민간 부문 육성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부문 개혁 및 직업교육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력을 증대해야
할 것이며, 민간 부문 취업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3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튀니지 4개국을 중심으로 중소기
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제도, 정부간 협력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사우디 비전 2030’과 ‘국가 변혁 프로그램 2020’
의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비전 및 세부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설립하는 등 최근 관련정책의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사우디아
라비아 정부는 사우디산업개발펀드를 통해 자국 중소기업에 신용보증 및 장기
저리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ICT, 에너지,
바이오 등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기술인큐베이터, 기술이전사업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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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부문의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UAE도 2014년 4월 중소기업지원법을
도입하는 등 최근 중소기업 육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UAE 정부는 칼리
파 펀드를 통해 기업 규모 및 특징, 대출 시급성 등에 따른 다양한 금융 프로그
램을 자국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전면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UAE의 기
술혁신 제도는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사업화 지원 등 중소기업 자체에 대
한 지원보다는 기술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집트는 2016년 ‘산업 및 무역 개발전략 2016~2020’ 발표를 통해 중소기
업 육성을 위한 6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듬해 4월에는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개발청을 설립하였다. 최근 이집트 정부는 투자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의 혜택을 강화하는 등 창업 활성화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관심
을 보이고 있으나, 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은 다른 세 나라에 비해 다소 미흡해
보인다. 이집트는 중소기업 고용 창출 등의 부문에서 캐나다 정부와 총 4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튀니지는 2017년 12월 기존 산업부를 산업중소기
업부로 개편하고 동 부처 내에 중소기업 관련 부서를 신설하였다. 튀니지 정부
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테크노파크 등 클러스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비닥 프로그램’ 등의 산학 연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창
업 활성화 정책은 인큐베이터 조성,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
되고 있으며, 2018년 4월에는 법인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
원법이 마련되었다. 또한 튀니지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 및 기술 지원 등의 부문
에서 최근 EU 및 독일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4장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동향 및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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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 중동 진출의 애로요인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중동은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국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수출액 변동 폭이 더 작은 특징을 보였다. 국내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이란,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해외직
접투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주요 투자
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이며, 업종별로는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비중이 가장 컸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지원사업 수 및 예산 규모는 크지 않았
으며, 이마저도 수출 진흥과 관련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
거래와 같은 새로운 부문에 대한 진출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며, 수출 바우처사
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트라, 중소기업진
흥공단과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
력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양국간 교역 확대 이외에 공동 R&D, 기술협력, 금융
지원, 인적 교류, 정책 공유 등으로 다각화되었고, 최근에는 기술 이전 및 합작
투자 등을 기반으로 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중동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 튀니지 및 UAE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중동 진출 시 나타나는 애로요인과 지원정책 수요에 대해 분석
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동지역이 다른 신흥시장에 비해 사업환경이 좋지 않으
며, 특히 행정 처리, 규제 관련 제도 등과 같은 부분이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었
다. 특히 스폰서 제도,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현지
경영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대해 중동 진출기업들은 금융지원 확
대, 현지 경영 및 제도환경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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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지원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동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직
접투자와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교역만으로는 경제다각화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이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협이 이루어
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동 진출형태도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M&A 등을 통한 현지법인 설립을 기반으로 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
요하다. 특히 자금조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자금조달 비용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은 크게 두 가지 차
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중동 진출을 시작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진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동시장 진출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또는 특정 부문의 시장 조사에 관련된 비용이나 진출 초기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비용, 진출 초기 현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 등
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한국과 투자 대상국 중소기업 간 합작투
자 또는 M&A가 이루어질 경우 양국의 중소기업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저리
의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정책
담당자 및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투자 지원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둘째, 대중동 진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사업을 확충해야 한다. 설문조사에
서 나타난 것처럼 진출기업으로서는 현지 투자여건, 시장환경 등 맞춤형 정보
가 필요하다. 현재 코트라 등을 통해 투자 관련 제도, 법률, 관행 등 다양한 정
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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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및 투자 정보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역 연구 확대 및 정보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 또한 4장의 현지기업 인터뷰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중동 진출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스폰서 제도에 대해서도 특정 스폰서에 대
한 평판, 스폰서와의 분쟁 사례 등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공유된다면 현지 진
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지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대사관 및
지원기관 등과 협업하여 건설, 보건, 물류, ICT 등 특정 부문별로 별도의 협의
체를 구성하고 기업들간 투자 여건 및 정보, 분쟁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현지 진출기업들은 서로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발
적인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지 대사관 및
지원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서 정보 공유를 유도하고 상이한
기업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간 협력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 중소
기업은 앞서 언급했듯이 자금조달, 정보 습득 등 독자적인 해외진출 역량이 부
족할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의 경제 제도나 관습, 기업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한ㆍ중동 간 접촉 기회를 확대하여 서로 다른 경제
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요인
을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정부간 협력사업은 정부 차원의
협력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적교류사업과 제도개선
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인적교류사업은 다양한 차원의 인적 교류를 확대
하여 중소기업 육성 관련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간 상호이해를 심
화시켜 지속적인 협력사업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제도개선사업은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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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협력 파
트너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상대국 기업의 계약
조건 미준수, 불공정 거래, 불합리한 규정, 규정의 차별적 적용 등 다양한 어려
움을 충분히 호소할 수 있는 시간 및 인적 자원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마땅한
소통 창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서 먼저 능동적으로 기업의 애로요인을 찾아내고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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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2010년 이후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이하 중동지역)의 경제정책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아랍의 봄’과 국제유가 급락을 들 수 있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 비롯되어 중동 전역으로 전개된 ‘아랍의 봄’은 일반적
으로 권위주의적 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경제적 배경으로 지속적인 빈곤과 높은 실업률이 지적되고 있다(그림 1-1 참
고). 이후 국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자국민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그림 1-2]에서 보는
것처럼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 급락은 중동 산유국의 재정 수입 감소
로 이어져 정부지출에 대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1) 또한 산유국에서 비
산유국으로 이전되는 지원금이나 비산유국 국민의 해외송금에도 영향을 미쳐
역내 경제성장을 전반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동 각국은

그림 1-1. 중동 주요국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World Bank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Series: Total Unemployment(% of total labor
force)(modeled ILO estimat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6).

1)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권형 외(2016), pp. 34~4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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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제유가 추이
(단위: 달러/배럴)

주: 월별 평균유가임.
자료: World Bank Commodity Markets(Monthly pric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6).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IT, 물류, 금융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다각화
(economic diversification)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2)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정책은 경제다각화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
지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과 고용을 늘리는 데 크
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산유국의 경우 대규모 국영기업이 장악하
고 있는 석유ㆍ가스 부문이나 정유, 석유화학 등과 같은 업종은 추가적인 고용
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민영화를 통해 민간 부문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단기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중동 각국의 정부들은 중소기
업 육성을 위해 정부 조직을 재편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육성은 우리나라 신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과거

2) 2014년 국제유가 하락 이후 중동 산유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이권형 외
(2016), pp. 75~1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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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성장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도 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및 벤
처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은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 사이의 공통된 정책과제
로서 양국간 경제협력 차원에서 충분히 연구될 필요가 있다. 중동 국가들의 중
소기업 육성 수요와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이 서로 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ㆍ중동 경제협력의 다변화 차원에서 대기업 이외에 중소기
업의 독자적인 대중동 진출 모델을 개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동반 진출도 여전히 효과적인 진출전략이지만, 중소기업 주도의 진출전
략도 진지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동 국가들은 한국기업들에 한국
제품의 단순 수출이 아니라 기술이전과 자본이 결합된 투자진출을 원하고 있
다. 이러한 경우 한ㆍ중동 중소기업 간 합작투자 법인 설립이나 M&A 등 전략
적 제휴를 통해 다양한 협력 모델을 연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인 지원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역량과 해외시장정보 습득 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해외진출 경험이나 전문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을 배경으로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특징과 경영환경,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전략 및 지원정책, 정부간 중소기업 협력사례 등
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
고 이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
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및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중동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
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협력’이라는 새로운 한ㆍ중동 경제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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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사
업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국정과제
를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동지역 국가들이 중소기업을 육성하
는 배경을 이해하고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 경영환경 등을 분석한
다. 둘째,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전략과 지원체계 및 정책을 살펴보고,
정부간 중소기업 협력사례를 분석한다. 셋째,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현
황과 지원사업, 그동안 이루어진 한ㆍ중동 정부간 중소기업 협력 동향 등을 살
펴보고, 국내 기업이 느끼는 애로요인과 정책 수요를 분석한다. 넷째, 국내 중
소기업의 중동지역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향 및 정책, 향후 필요한
한ㆍ중동 정부간 협력사업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론으로서 먼저 중소기업의 육성전략과 지원정책, 정
부간 협력사례 등에 관해 심층적인 사례연구(case study)를 실시하고자 한다.
사례연구 대상국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튀니지 등 4개국을 선
정하였다. 4개국 선정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현황을 기준으로 비교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표 1-1]에 나타나는 것처럼 교역 규모, 에
너지 의존도, 해외건설 수주 규모 등을 비교해보면 중동지역 19개국 중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집트 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제협력을 하
고 있다. 이 중 이란과 이라크는 최근 지정학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자료 습득과
출장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사례연구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 반면 튀니지는
우리나라와의 수출규모는 작지만 ‘아랍의 봄’ 이후 가장 안정적인 정치체제로
이행하고 있고, 북아프리카의 석유ㆍ가스 자원이 없는 소규모 경제 국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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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한ㆍ중동 경제협력 현황(2017년)

국가

교역규모(백만 달러)
수출

수입

소계

원유수입량
(천 배럴)

가스수입량
(천 톤)

해외수주액
(백만 달러)

레바논

188

42

230

0

0

리비아

280

645

925

11,262

0

0

모로코

275

187

462

0

0

30

바레인

0

290

394

684

0

0

1,348

5,147

19,590

24,737

319,221

0

1,155

시리아

216

0

216

0

0

0

알제리

1,238

713

1,951

6,563

129

92

89

43

132

0

0

0
2,029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641

2,333

2,974

3,876

4,231

요르단

648

72

720

0

0

51

이라크

1,462

6,371

7,833

126,203

0

13

이란

4,021

7,989

12,010

147,873

0

5,238

이스라엘

1,268

1,167

2,435

0

0

0

이집트

1,325

90

1,415

0

0

0

카타르

435

11,267

11,702

64,934

11,554

1,429

1,163

9,594

10,757

160,368

0

139

튀니지

135

53

188

0

0

1

팔레스타인

102

2

104

0

0

0

쿠웨이트

UAE

5,389

9,557

14,946

90,971

0

1,608

소계(A)

24,312

70,109

94,421

931,271

15,914

13,133

한국 전체(B)

573,694

478,478 1,052,172

1,118,167

37,537

29,006

83.3

42.4

45.3

중동 비중(A/B)(%)

4.2

14.7

9.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무역통계, 국가별 수출입(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6);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무역통계, 품목별 수출입(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6);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수주통계,
총괄계약현황(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6);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내석유정보, 수출입정보(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6).

중소기업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는 국가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다른 사례와 비
교하기 위해 연구 대상국에 추가하였다. 또한 4개국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산유국이고, 이집트와 튀니지는 비산유국이기 때문에 산유국과 비산유
국 간의 차별성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중동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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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먼저 중동 중소기업 현황과 특징을 분석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계가 부재하였다. 국내외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중동 국
가의 정부기관들도 신뢰할 만한 중소기업 관련 통계를 제공하지 않았다. 국가
별 중소기업 수 등과 같은 초보적인 통계조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일관성 있
고 체계적인 비교연구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IMF(2016, 2017),
OECD(2017) 등에 포함된 매우 단편적인 분석 및 통계를 인용할 수밖에 없
었다. 중동 국가들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eneral Authority for
Statistics),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Saudi Arabian Monetary Authority),
아부다비 통계센터(Statistics Centre Abu Dhabi), 두바이 중소기업청(Dubai
SME) 등이 가장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중동지역 스타트업 관련
통계는 Arabnet(2018)을 활용하였다.3) 중동지역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심
층적인 분석 문헌도 많지 않으나, 최근에 발간된 분석보고서로는 Al-Yahya
and Airey(2013), OECD(2014, 2016), El Said et al.(201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동향 및 진출방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찾아
보기 어렵다. 조이현(2016)은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한 대중
동 진출전략과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형욱, 양지연(2018)은 국내 기업
의 대중동 진출 역사를 상품 수출, 해외건설시장 수주, 직접투자 등으로 구분하
여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시대별ㆍ부문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 논문
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은 한계는 있지만 전반적인 한ㆍ중동 경제
협력관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중동 진출기업에 대한 데이터는 코트라의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터리를 참고할 수 있으나, 기업명, 진출국가, 진출 형
태, 연락처 등 기본적인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어 심층분석을 시도하기는 어려
웠다.
3) 국내 중소기업 관련 통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통계,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 해외건
설협회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등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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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지조사, 국내 중소기업 관련기관 담당자와의 대
면 인터뷰, 중동 진출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중동 진출기업간담회 등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구득한 1차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국의 현
지조사를 위해서는 2월 19~23일 튀니지의 중소기업 관련 부처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중소기업 정책 및 정부간 협력사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9월 17~21일에는 UAE의 경제부, 두바이 중소기업청 등 정
부 부처와 코트라 등 공공기관, 그리고 현지 진출기업 등을 방문하였다.
국내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
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등의 정
책 담당자와 대면 인터뷰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제도, 정
책 실행 측면의 애로요인 등을 청취하였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애
로요인 및 지원 요청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동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와 기업간담회를 병행 실시하였다.4)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범위에 따라 모두 5개의 장으로 이루어진다. 1
장에서는 본 연구를 다루게 된 배경과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 범위 및 방법
론, 연구 프레임워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등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중동지
역 중소기업의 육성 배경과 특징, 경영환경 등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집트, 튀니지 등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전략과 지원
정책 그리고 정부간 중소기업 협력사례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의 대중동 진출 동향과 해외진출 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설문조사 및 기업간담
회를 통해 중동 진출기업의 애로요인과 정책 수요를 분석한다. 5장에서는 2장
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4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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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4장까지의 분석내용을 요약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을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지원 방향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포함한 연구 프레임워크는
[그림 1-3]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중동지역 중소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자료 및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지조사, 중소
기업 유관기관 인터뷰, 설문조사, 간담회 등 다양한 1차 자료를 활용하여 중동
진출기업의 애로요인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결과의 실증적
기여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둘째,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튀니지 등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국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육성전략, 지원제도, 정부간 협력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상호 비교를

그림 1-3. 연구 프레임워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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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중동 진출기업으로부터 직접 파악한 진출 애
로요인과 정책 수요에 기반하여 지원방안 및 정부간 협력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활용 가능성 및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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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동지역 중소기업 육성 배경
및 특징과 경영환경 분석

1. 중소기업 육성 배경
2. 중동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특징
3. 중소기업 경영환경
4. 시사점

1. 중소기업 육성 배경
가. 경제다각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중동지역은 전 세계에서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이며 청년
층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5) 중동지역 인구수는 2017년 기준 4억 4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데, 2050년에는 그 수가 약 6억 6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동지역 인구증가율은 세계 인구증가율을 상회하며 전
체 인구 중 중동지역 인구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2-1 참고).6) 한편 중동지역 GDP 규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증가세
를 나타냈다. 이는 유가상승이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역 내 산유국을 중심으로
경제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2014년 하반기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그림 2-1. 중동지역 인구 증가 추이 및 예측치(2000~50년)
(단위: 백만 명(좌), %(우))

자료: World Bank, Data Catalog,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Data & Resourc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11).
5) 이 장에서 중동지역은 북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다.
6) World Bank, Data Catalog,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Data & Resources(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11).

30 •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ㆍ중동 협력 확대방안

GDP 규모가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2016년 이후 유가가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
이고 있다(그림 2-2 참고).7) 이와 같이 인구와 경제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중
동지역은 거대한 소비 잠재력을 갖춘 유망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자
원 의존적 경제구조와 청년층의 실업 문제 등은 중동지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국가들은 경제다각화를 통한 지속가능
한 경제성장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중동지역은 2017년 기준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48.8%를 보유하고 있는 자
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지역 내 대부분의 산유국에서 석유 및 가스 등의 천연자
원은 정부재정 및 수출에 중요한 요소이다.8) 산유국들은 GDP 구성에서 석유
부문과 정부 부문의 비중이 높고 석유 및 가스가 재정수입 재원 및 수출의 상당

그림 2-2. 중동지역 GDP 추이(2000~18년)
(단위: 십억 달러(좌), %(우))

주: 2018년은 추정치임.
자료: IMF, Data,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WEO),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11).

7) IMF, Data,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WEO),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11).
8) EIA, Geography,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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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4년 기준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의 재정수입 중 석유 부문 비중은 UAE가 63.5%로 가장 낮았으
며, 나머지 국가는 70~80%대 수준을 보였다(그림 2-3 참고).9) 이후 유가하
락, 산업다각화 추진 등의 영향으로 재정수입 중 석유 부문 비중은 낮아지는 양
상을 보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석유 부문 비중이 2014년 76.8%에서
2017년 69.4%로 하락하였으며 UAE는 2017년 34.5%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
정된다.10) 대부분 산유국 내 정부 부문의 경제적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 기준 산유국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비산유국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 평균치를 웃돌았다(그림 2-4 참고). 지역별로도 중동지
역의 정부지출 비중이 다른 신흥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그림 2-3. 국가별 재정수입 구성(2014년)
(단위: %)

자료: IMF(2016), p. 13.
9) GCC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이다; IMF(2016), p. 13.
10) Saudi Arabian Monetary Authority, Economic Reports and Statistics, Yearly Statistics, An
nual Statistics 201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18); Federal Competitiveness and Statisti
cs Authority, Statistics, Statistics by Subject, National Accounts Estimates 1975-2017(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18).
11) IMF, Data,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WEO),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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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국가별 GDP 대비 정부지출(2016년)
(단위: %)

자료: IMF, Data,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WEO),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28).

2014년 하반기 시작된 국제 유가하락은 중동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유
가하락은 석유 부문에 의존해온 중동 산유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산유국 내 노동자로부터의 송금에 의존한 비산유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동 산
유국들은 유가하락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공공지출을 감축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석유 부문 수입을 재원으로 경제
성장과 고용을 주도했던 산유국에서 공공지출 감소는 경제위축, 고용감소를 가
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중동 산유국들은 자원에 의존한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산업을 다각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산유국은 불안정한 유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비석유 부문을 발전시키고 민간 부문을 육성하려 하고 있다.12)
중동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이 주목받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이를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OECD
는 중소기업이 경제발전 및 고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혁신 발전
12) IMF(2016), p.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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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소기업 발전이 중동 산유국과 같이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 경제다각화를 추
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13)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
하여 중동 산유국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수적
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나. 일자리 창출
중동지역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층 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중동 국가들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
고 있고 이는 높은 실업률로 이어져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여성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2017년 중동 국가들의 실업률을 살펴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2-5 참고). 또한 산유국보다는 비산유국의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
그림 2-5. 국가별 실업률(2017년)
(단위: %)

자료: ILOSTAT, Unemployment rat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13).
13) OECD(2017), p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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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CC 국가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업률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실업률은 약 6%에 달했으며 청년층 실업률은 25.0%를 기록
하였다.14)
공공 부문의 확대는 그동안 중동지역 내 자국민 고용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산유국에서는 석유 부문 수입을 분배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로 정부가 고용의
주체가 되면서 공공 부문에서 자국민의 대규모 고용이 이루어졌다. GCC 국가
의 경우 노동시장이 확연히 양분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공공 부문은 자국민
의 고용이 두드러진 반면 민간 부문은 외국인 노동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
다. 2017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공공 부문 고용 중 자국민 비중은 95%를 넘
었으며, 바레인은 85%에 달했다. 2016년 기준 오만의 공공 부문 고용 중 자국
민 비중도 83.9%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쿠웨이트와 카타르의 경우 그 비중이
각각 73.6%, 40.7%로 나타났다. 쿠웨이트와 카타르는 자국민 고용 중 공공 부
문 비중도 높게 나타났는데, 카타르의 자국민 고용 중 공공 부문 고용 비중은
80%를 넘었으며 쿠웨이트는 73.6%를 기록하였다(그림 2-6 참고).15)
공공 부문의 임금이 민간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자국민들이 공공 부
문 취업을 선호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2018년 발표된 사우디아라비아 노
동시장 통계에 따르면 정부기관과 민간 부문 간 월평균 임금 규모는 큰 차이를 보
였다. 사우디 자국민의 경우 정부기관 월평균 임금이 11,095리얄(약 2,960달
러)로 나타났으며 민간 부문은 7,197리얄(약 1,920달러) 수준을 보였다. 외국인
의 경우 정부기관 월평균 임금이 10,298리얄(약 2,750달러)인 반면 민간 부문
평균 임금은 3,899리얄(약 1,040달러)로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16)
14) ILOSTAT, Unemployment rat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13).
15) Saudi Arabian Monetary Authority, Economic Reports and Statistics, Yearly Statistics, Ann
ual Statistics 201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18);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 Statistics, Annual Statistical Abstract, Labor Force Statistics 2017(온라인 자료, 검
색일: 2018. 7. 19); Central Bank of Oman(2018), p. 36; Labour Market Regulatory Authorit
y, Studies, Bahrain Labour Market Indicator, Employmen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4).
16) General Authority for Statistics, Labor Force Survey, Labor Market First Quarter 2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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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국가별 공공 부문 고용 비중(2016년)
(단위: %)

주: 1) 괄호 안은 해당 국가 자료 기준 연도임.
2) 자국민 고용 중 공공 부문 비중, 공공 부문 고용 중 자국민 비중은 확인 가능한 국가에 한해 표기함.
자료: ILOSTAT, Employmen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19); State of Kuwait Central Statistical Bureau(2017),
p. 12; Saudi Arabian Monetary Authority, Economic Reports and Statistics, Yearly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201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18);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
Statistics, Annual Statistical Abstract, Labor Force Statistics 201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19);
Central Bank of Oman(2018), p. 36; Labour Market Regulatory Authority, Studies, Bahrain Labour Market
Indicator, Employmen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4).

그러나 중동 국가들이 공공 부문을 통해 자국민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한계에 달하면서 민간 부문 및 중소기업 육성은 불가피할 것
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문이 고용 창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민간 부
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도
중소기업은 공식 경제 부문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공공 부문을 통해 고용을 책임져야 하는 부
담을 줄여주고 높은 실업률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7)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18).
17) Momani(201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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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식경제 사회로의 전환
4차 산업혁명의 촉발은 산업구조, 직업, 생활방식 등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술의 부상과 적용이 빠른 속도로 이루
어지면서 그 변화의 효과도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18) 지식경제는 ‘경제발전
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식을 습득, 창조, 전파, 적용하는 경제’로, 지식이 경제성
장을 위한 주요 동력이 된다. 교육을 받은 숙련된 노동력과 현대화된 정보 인프
라, 효과적인 혁신 체계 등은 지식 기반 발전을 위한 주요 요소이다.19)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교육, 연구 및 개발, ICT, 혁신 등이 경제성장, 생산성, 고용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식 기반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인식
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20)
중동 국가들도 지식 기반 경제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려는 GCC 국가들뿐만 아니라 요르단, 레바
논, 튀니지 등 비산유국들도 국가개발 계획이나 부문별 계획 등을 통해 지식경
제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0년대 들어 인적자원과 지
식경제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교육 부
문, ICT 인프라, 공공서비스 효율성 개선 등에 대한 지출을 늘렸다. UAE는
2010년 경쟁력 있는 지식경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UAE 비전 2021’을
수립하였다. 이후 2014년에는 ‘UAE 비전 2021’의 주요 목표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 카타르는 2008년 장기 계획인 ‘카타르 국가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세부 계획인 5개년 국가개발전략을 수립하
여 혁신 및 기업 활동을 통한 경제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21)
이와 같이 중동 각국이 지식 기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면서 중소기업 육성
18) Wood et al.(2017), p. 7.
19) World Bank Institute(2007), p. 23.
20) Center for Mediterranean Integration et al.(2013), p. 7, pp. 50-51.
21) Engelke(2015), p.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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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유연성과 혁신역량, 고용 창출 가능
성은 중동 국가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
인다.22) 중소기업 육성은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각국이 발표한 계획에서
공통적인 부문이다. 특히 다수 국가에서 스타트업 지원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기술 적응력이 높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기업 설립에 대한 선호가 높
아진 점도 지역 내 스타트업 발전을 이끄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국가의 대규모 개인 투자자 및 기업이 중동지역 내 스
타트업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 내에서의 투자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23)

2. 중동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특징
가. 중소기업 정의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을 규정하는 국제 표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은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주로 직원 수, 매출액 규모, 자산 규모 등이 중소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초소형기업(Micro
enterprise), 소기업(Small enterprise), 중기업(Medium enterprise)으로 세
분화할 수 있다.
중동지역 국가들의 중소기업 정의도 국가별로 다르게 규정되는데, 초소형기
업의 경우 다수 국가에서 직원 수 5~10명 미만인 기업이 포함된다(표 2-1 참
고). UAE는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 토후국별로 중소기업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
22) Minoush(2017), “Big pyramid syndrome and other challenges for SMEs in MEN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2).
23) Martin and Ackerman(2017. 9. 13), “The Sudden Rise of Arab Startups”(온라인 자료, 검색
일: 201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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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국가별 중소기업 정의
초소형기업
(Micro enterprise)

소기업
(Small enterprise)

사우디아라비아

∙ 직원 수: 1~5명
∙ 매출액: 0~3백만 리얄

∙ 직원 수: 6~49명
∙ 매출액: 3백만~4천만
리얄

∙ 직원 수: 50~249명
∙ 매출액: 4천만~2억 리얄

무역

∙ 직원 수: 9명 이하
∙ 매출액: 9백만 디르함
이하

∙ 직원 수: 35명 이하
∙ 매출액: 5천만 디르함
이하

∙ 직원 수: 75명 이하
∙ 매출액: 2억 5천만 디르함
이하

제조

∙ 직원 수: 20명 이하
∙ 매출액: 1천만 디르함
이하

∙ 직원 수: 250명 이하
∙ 직원 수: 100명 이하
∙ 매출액: 2억 5천만 디르함
∙ 매출액: 1억 디르함 이하
이하

국가

두
U 바
A 이
E

∙ 직원 수: 20명 이하
서비스 ∙ 매출액: 3백만 디르함
이하

아부다비

∙ 직원 수: 5명 미만

중기업
(Medium enterprise)

∙ 직원 수: 100명 이하
∙ 매출액: 2천 5백만
디르함 이하

∙ 직원 수: 250명 이하
∙ 매출액: 1억 5천만 디르함
이하

∙ 직원 수: 5~19명

∙ 직원 수: 20~49명

바레인

∙ 직원 수: 6~50명
∙ 직원 수: 5명 이하
∙ 매출액: 50,001~1백만
∙ 매출액: 1~50,000디나르
디나르

∙ 직원 수: 51~100명
∙ 매출액: 1,000,001~3
백만 디나르

∙ 직원 수: 10명 미만
∙ 매출액: 1백만 파운드
미만

∙ 직원 수: 200명 미만

이집트

∙ 매출액: 1백만~5천만
파운드 미만

∙ 매출액: 5천만~2억 파운드

튀니지

∙ 직원 수: 10명 미만

∙ 직원 수: 10~50명

∙ 직원 수: 50~200명

∙ 규모기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업종별 규모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1,000억 원, 800억 원,
600억 원, 400억 원 이하
*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한국24)

EU

∙ 중소기업 중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업종별 규모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원, 80억 원, 50억 원, 30억 원, 10억 원 이하25) ∙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광업ㆍ제조업ㆍ건설 한 기업
업ㆍ운수업 기준,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구분
∙ 직원 수: 10명 미만
∙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2백만 유로 이하

∙ 직원 수: 50명 미만
∙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1천만 유로 이하

∙ 직원 수: 250명 미만
∙ 매출액 5천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총액 4,300만
유로 이하

자료: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General Authorit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4. 14); Dubai SME, Data
Center, Research and Studies, Dubai SME Definiti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4. 30); Statistics Centre
Abu Dhabi(2015), p. 5; Ministry of Industry, Commerce and Tourism, SMEs, SMEs Definition in the
Kingdom of Bahrai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4. 19); Central Bank of Egypt, Banking Supervision, Recently
Issued Regulations, Circulars, Circular dated 5 March 2017 regarding amending some items of the
SMEs initiativ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28); El Said et al.(2017), p. 12; 중소벤처기업부(2018), pp. 8~9,
70~72; European Commission, Growth, Entrepreneurship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What is an SM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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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정의도 차이를 보인다. 두바이는 무역, 제조, 서비스
등 산업별로도 중소기업 정의를 달리 하고 있다. 소기업과 중기업의 범위는 국
가별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튀니지의 소
기업 최대 직원 수는 19~100명, 중기업 최대 직원 수는 49~250명으로 국가
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26)
이와 같이 각국별 중소기업의 정의가 다르고 경제 규모 및 구조, 발전 정도가
상이함에 따라 국가별로 중소기업 현황도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절에서
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중요성 및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국인 사우디아
라비아, UAE, 이집트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24) 한국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
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독립성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중 어
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
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
배ㆍ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중소벤처기업부 2018, pp. 8~9 참고). 한편 2011년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4년 1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중견기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해당 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
업집단이 아니면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니어야 하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
(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이영순, 백인혁 2017, p. 3 참고).
25) 중소기업 중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업종별로 규모 기준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수도업 등은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여야 하며,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건설업 등은 평균 매출액이
80억 원 이하여야 한다. 평균 매출액 기준 50억 원 이하인 업종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이
포함된다. 이외에 부동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평균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18, pp. 70~71 참고).
26)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General Authorit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4. 14); Dubai
SME, Data Center, Research and Studies, Dubai SME Definiti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4. 30); Statistics Centre Abu Dhabi(2015), p. 5; Ministry of Industry, Commerce and
Tourism, SMEs, SMEs Definition in the Kingdom of Bahrai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4.
19); El Said et al.(2017),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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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의 경제적 중요성
중소기업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GDP 성장, 민간 부문 고용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경제다각화, 일자리 창출, 경쟁력 향상 등 중동
지역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며, 향후 혁신발전 및 지속가
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중동 국가 정부는 중소기업 지
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7)
중동지역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80~90%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
악된다. 국가별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는 이집트가 80%, UAE가 60%로 다
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바레인이 28%, 사우디아라비아가
22%, 쿠웨이트와 오만이 각각 20%, 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
소기업의 GDP 기여도가 50%가 넘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향후 중동
국가들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추진과 함께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는 더욱 상
승할 것으로 예상된다.28)
또한 중소기업은 고용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CC 국
가 중에서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70%대로 가장 높
은 수준을 보였으며, 쿠웨이트와 카타르가 각각 23%, 20%로 비교적 낮게 나타
났다(그림 2-7 참고).29) 이집트의 경우 비농업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
이 약 99%에 달하고 민간 부문에서의 고용 비중은 7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밖에 튀니지는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68%를 담당하고 있으며, 모
로코는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50%를 차지하였다.30)
27) Al-Yahya and Airey(2013), p. 4.
28) Minoush(2017), “'Big pyramid syndrome and other challenges for SMEs in MEN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2); “MENA Economic growth hinges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2018. 10. 1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21).
29) Bloovo(2016), p. 21; General Authority for Statistics, Statistics Library, Industry and
Business, Employment and Wages Surve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30).
30) El Said et al.(2017), p. 25; Makhlouf(2017),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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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국가별 중소기업 고용 비중
(단위: %)

주: 1) 이집트는 민간 부문 중 고용 비중임.
2) EU는 비금융 부문 중 고용 비중임.
자료: Bloovo(2016), p. 21; General Authority for Statistics, Statistics Library, Industry and Business,
Employment and Wages Surve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30); El Said et al.(2017), p. 25;
Makhlouf(2017), p. 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 지표, 중소기업위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23);
OECD, Countries, Japan, Publications & Documents, Policy Briefs,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Japan’s
SME sector(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23); Muller et al.(2017), p. 6.

다. 중소기업 특징
1) 주요 국가별 현황
국가별 중소기업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소기업
수는 2017년 기준 약 95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8 참고). 이
중 직원 수 5명 이하 초소형기업의 수가 83만 5,924개로 중소기업의 대다수인
88.0%를 차지하였다. 소기업은 10만 6,440개로 11.2%를 차지하였으며 중기
업은 7,497개로 0.8%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및 차량 정비업 기업이
45만 2,932개로 전체 기업 중 47.7%를 차지하였다. 특히 초소형기업에서 도
소매업 및 차량 정비업 비중이 50.0%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농업ㆍ임업ㆍ
어업 비중이 10.9%, 제조업이 10.5%, 숙박 및 음식업이 9.9%를 기록하였다.
소기업도 도소매업 및 차량 정비업 비중이 32.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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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 규모 및 기업별 고용 현황(2017년)
<중소기업 규모>
(단위: 천 개)

<기업별 고용 규모>
(단위: 천 명)

주: 중기업은 직원 수 250명인 기업을 포함함.
자료: (ﺍﻟﻬﻴﺌﺔ ﺍﻟﻌﺎﻣﺔ ﻟﻺﺣﺼﺎﺀ2018), p. 22, 26, 30.

으며, 숙박 및 음식업이 15.6%, 제조업이 13.6%로 그 뒤를 이었다. 중기업은
제조업이 2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도소매업 및 차량 정비업, 건
설업이 각각 17.4%, 17.3%를 차지하였다.31)
31) (ﺍﻟﻬﻴﺌﺔ ﺍﻟﻌﺎﻣﺔ ﻟﻺﺣﺼﺎﺀ2018),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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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
된다.32) 기업 규모별 고용 인원은 초소형기업이 231만 명으로 중소기업 고용
의 4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기업과 중기업은 각각 179만 명,
62만 명으로 38.0%, 13.1%를 차지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자국민의 중
소기업 고용 인원은 101만 명으로, 371만 명으로 집계된 외국인보다 훨씬 낮
았다. 중소기업 고용 인원 중 자국민의 비중은 21.4%, 외국인 비중은 78.6%
로, 중소기업 고용은 사우디아라비아 자국민보다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33)
UAE는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 구
성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바이는 2012년 기준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초소형기업이 72%를
차지하고 소기업과 중기업이 각각 18%, 5%의 비중을 보였다(그림 2-9 참고).

그림 2-9. 두바이 중소기업 비중(2012년)
(단위: %)

자료: Tsetsonis(2014), p. 2; Dubai SME(2015), p. 25.

32) General Authority for Statistics, Statistics Library, Industry and Business, Employment
and Wages Surve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30).
33) (ﺍﻟﻬﻴﺌﺔ ﺍﻟﻌﺎﻣﺔ ﻟﻺﺣﺼﺎﺀ2018), p. 2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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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아부다비 중소기업 비중(2013년)
(단위: %)

자료: Statistics Centre Abu Dhabi(2015), p. 6, 10.

업종별로는 무역 부문이 전체 중소기업의 5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
며 서비스 부문이 35%로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 부문은 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34) 두바이 전체 고용 중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42%에 달했는데,
중소기업 중 소기업 고용 비중이 16.4%로 가장 높았으며 초소형기업과 중기업
의 고용 비중은 각각 14.6%, 11.0%를 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 서비스 부문 중
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35)
아부다비도 전체 기업의 약 95%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초소형기업 비중은 48.0%로 파악되었으며, 소기업 및 중기업이 각각 36.7%,
9.9% 를 기록하였다(그림 2-10 참고). 부문별로는 도소매업 및 차량 정비업이
초소형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도소매업 및 차량 정비
업의 비중은 초소형기업의 45.7%, 소기업의 42.4%, 중기업의 46.7%에 달했
다. 반면 대기업은 건설업이 31.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기업 규
모가 작을수록 건설업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건설업 비중
34) Tsetsonis(2014), p. 2.
35) Dubai SME(2015),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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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이집트 중소기업 구성
(단위: %)

<중소기업 업종별 구성>

<제조업 세부업종 구성>

자료: Makhlouf(2014), p. 17.

은 초소형기업이 6.1%로 가장 낮았으며 소기업이 11.9%, 중기업이 16.7% 수
준을 보였다.36)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24.0%로 두바이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고용 비중은 초소형기업이 4.0%, 소기업이 10.5%, 중
기업이 9.5%를 기록하였다.37)
이집트는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국영기업 및 정부기관이 경제성장
과 고용을 주도하면서 중소기업의 GDP 기여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
부터 정부가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 중심 경제로 점차 변모하게 되었으며
중소기업은 이집트 경제의 주요 요소로 부상하였다.38) 2017년 기준 10명 미
만의 초소형기업이 이집트 전체 기업의 약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중소기업이 8%, 대기업이 1% 미만으로 집계되었다.39) 2014년 발표된 국
제금융공사(IFC)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종별 구성에서 제조업이 51%로
36) Statistics Centre Abu Dhabi(2015), p. 6.
37) Ibid., p. 10.
38) Makhlouf(2014), p. 14.
39) El Said et al.(2017),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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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업종별로는 식음료가 3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직물 및 의류가 14%로 그 뒤를 이었다(그림 2-11 참
고).40) 이집트 중소기업 중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점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산유국과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이집트가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제조업 기반을 더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
기업이 전체 제조업 생산의 87%, 고용의 53%를 담당하는 등 제조업 부문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41)

2) 스타트업 증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중동 국가 정부들은 기업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투자를 늘리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엔젤 투자(angel
investment), 정부 지원 대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 등이
늘어나면서 2000년대 들어 중동지역에 스타트업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42)
그림 2-12. 중동지역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 건수 및 투자 규모 추이(2013~17년)
(단위: 백만 달러(좌), 건(우))

자료: Arabnet(2018), p. 18.
40) Makhlouf(2014), p. 17.
41) El Said et al.(2017), p. 25.
42) Orient Planet Research(2016),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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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 조사 결과에 따
르면 투자 건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2016년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2
참고).43) 투자 규모는 2015년 2억 6,800만 달러에서 2016년 9억 3,100만 달
러로 3배 이상 증가한 이후 2017년에 6억 5,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44)
국가별로 살펴보면 UAE가 투자 규모와 투자 건수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보
이며 지역 내 스타트업 부문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17년 기준 UAE 투자 규모는 4억 6,500만 달러로 중동지역 투자액의
71.4%를 차지하였으며 투자 건수는 60건으로 22.1%를 차지하였다. 국가별
투자 건수는 UAE에 이어 레바논이 58건, 이집트 49건, 사우디아라비아 38건
등으로 상위국간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그림 2-13 참고). 그러나 투자 규
모는 레바논이 5,300만 달러,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1,400만 달러,

그림 2-13. 중동 주요국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 건수 추이(2013~17년)
(단위: 건)

자료: Arabnet(2018), p. 19.

43) 14개 국가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튀니지, 오만, 팔레스타인, 모
로코, 알제리, 바레인, 카타르, 예멘이다.
44) Arabnet(2018),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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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중동 주요국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 규모 추이(2013~17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rabnet(2018), p. 20.

3,800만 달러로 UAE와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2-14 참고). 이는 다른 국가들
에 비해 UAE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UAE에서는 2017년에 카림과 스타즈플레이아라비아(StarzPlay Arabia) 2개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 2개 기업이 유치한 투자 규모는 UAE
전체 투자의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45)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투자 규모에서도 UAE는 15억 8,400만 달러로 2억 7,400만 달러로 2위를 차
지한 이집트와 큰 격차를 보였다.46)
산업별로는 헬스테크(healthtech), 바이오테크(biotech), 오토테크(autotech)
등 고도의 기술 중심 산업에 세계 스타트업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가 중동
지역에도 반영되고 있다. 2017년 중동지역 스타트업 투자 중 첨단기술(high tech)
관련 투자가 거래 수 기준 34%를 기록하였으며 투자액 기준 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47) 세부업종별로는 전자상거래, 핀테크 부문에 대한 거래 비중이 높은 것
45) 2016년의 투자 급증도 UAE의 수끄닷컴(Souq.com)과 카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데서 비
롯된 것으로, 2개 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각각 2억 7,500만 달러, 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16
년 중동지역 투자액의 약 67%를 차지하였다(Arabnet 2018, p. 18 참고).
46) Arabnet(2018), pp.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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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48) 중동지역 핀테크 스타트업 수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는데, 2017
년 한 해 동안 핀테크 스타트업은 2,400만 달러가 넘는 투자를 유치하면서 2016년
대비 13% 증가하였다.49)

3. 중소기업 경영환경
중동지역 국가들의 중소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기업환경은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
을 겪는 금융조달 문제는 중동지역 중소기업에도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동지역 중소기업 중 약 63%가
자금 접근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지역 내 총 자금조달 격차(financing gap)는
2,100억~2,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50) 중소기업이 자금 접근
에 어려움을 겪는 데는 신용정보 관리 시스템 등 금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
지 않고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51)
또한 기업 활동 관련 제도가 미비한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파산법으로, 많은 중동 국가에서 기업의 파산과 관련하여 법률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기업이 파산하고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업가가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52) 이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투자유치에도

47) Arabnet(2018), p. 3.
48) Sertin(2018. 1. 16), “MENA Startups’ Funding Fell By 36% In 201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6. 27).
49) Bizri(2018. 2. 15), “2018 Map of Fintech Startups in MEN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
50) Saleem(2017), p. 2.
51) Child & Youth Finance International, News & Even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13).
52) Minoush(2017), “Big pyramid syndrome and other challenges for SMEs in MEN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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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동지역 내 효율적인 파산법의 도입 필요성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일부 국가들은 파산법을 제정하
여 투자유치를 증대하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53)
국가별 기업 경영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글로벌혁
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등의 결과는 중동지역의 현황을 더욱 세
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54) 여러 지표에서 중동지역은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
는데, 기업의 사업 수행 용이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업환경평가 2017년 발표
결과에 따르면 중동지역 평균 순위는 190개 국가 중 115위를 기록하였다.55)
기업환경평가의 상위 20개국 중 18개 국가가 고소득 국가였으며, 14개 국가가
OECD 고소득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56)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상위권에
오르기가 어려운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소득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순위
가 낮고 사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국가들이 있었으며 중동지역 중 GCC 국가가
여기에 속했다. 세계은행의 소득별 국가 분류에 따르면 GCC 6개국 모두 고소
득 국가이나 기업환경평가 순위는 GCC 중 가장 높은 UAE가 21위였으며, 이
어 바레인 66위, 오만 71위, 카타르 83위, 사우디아라비아 92위, 쿠웨이트 96
위 순을 보였다. GCC 이외 국가 중에서는 모로코와 튀니지가 각각 69위, 88위
를 기록하였다(그림 2-15 참고).57)
53) Albosaily et al.(2018), “New Bankruptcy Law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8); Kerr(2017. 3. 23), “UAE bankruptcy no longer leads straight to prison”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8).
54)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미비하여 이 절에서는 전반적 기업 경영환경 평가지표
인 기업환경평가, 글로벌경쟁력지수, 글로벌혁신지수를 참고하였다. 기업환경평가는 세계은행이 매
년 발표하고 있으며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된다. 글로벌혁신지수는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 인시아드(INSEAD),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공동으로 매년 발표
하고 있다.
55) World Bank(2017b), p. 4.
56) 세계은행 기준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2,056달러 이상인 국가가 고소득 국가로 분류된
다(World Bank, Data, Help Desk, Country Classification, World Bank Country and Lending
Group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2.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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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국가별 기업 경영환경 평가 순위(2018년)

주: 1) 기업환경평가는 190개 국가 중 순위, 글로벌경쟁력지수는 140개 국가 중 순위, 글로벌혁신지수는 126개 국가
중 순위임.
2) 기업환경평가는 2017년 발표된 ‘Doing Business 2018’ 순위임.
자료: World Bank(2017a), p. 4; World Economic Forum, Reports,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Competitiveness Ranking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2. 2); Global Innovation Index, Analysis, In-Depth
Economy Repor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14).

기업환경평가는 사업개시(Starting a business),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자금조달의 용이성(Getting credit), 소액 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조세(Paying taxes), 파산 처리(Resolving insolvency),
노동시장 규제(Labor market regulation) 등을 지표로 각국의 사업환경을
평가한다. 항목별 순위에서 중동지역은 자금조달의 용이성 부문의 평균 순위가
130위로 가장 낮았으며 파산 처리가 125위로 그 다음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
였다.58) 자금조달의 용이성의 세부 항목 중 하나는 법적 권리가 얼마나 잘 구
축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중동지역은 특히 이 부문이 다른 지역에 비

57) World Bank(2017a), pp. 3-4.
58) World Bank(2017b),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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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중동지역의 평가 결과는 동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유럽 및 중앙아시아, OECD 고소득 국가, 중남미, 남아
시아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59) 파산 처리 절차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 채권 회수율에서도 중동지역은 앞서 언급된 다른 지역 및 국가군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60)
한편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운영
능력 및 인적자원 관리 능력 향상, 기술력 증대, 연구 및 개발 투자 등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경쟁력지수는 각국의 제도, 인프
라, 거시경제, 시장 규모 등 환경적 측면을 비롯해 교육 및 훈련, 기술적 준비
정도, 사업고도화 정도, 혁신 등의 요소를 평가한다. 글로벌경쟁력지수 2018
년 결과에 따르면 UAE가 140개 국가 중 27위로 GCC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
를 보였으며 카타르가 30위, 사우디아라비아가 39위를 기록하였다. 지역 내
국가 중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GCC 국가들이 상위 6개국에 오른 가운데 비
GCC 국가 중에서는 요르단이 전체 순위 중 73위, 모로코가 75위로 GCC 국가
에 비해 낮은 순위를 보였다.61) 유가하락, 실업증가 등 경제 및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 중동지역 정부들이 경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비즈니스
역동성(business dynamism), 노동시장 효율성(labour market efficiency)
등의 항목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산 관련 법률체계가 미비한 점은
기업의 시장진출 및 투자를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부문으로 지적되었
다. 또한 노동시장이 서로 다른 노동자 집단별로 분할되어 집단간 이동이 어려
운 점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되었다.62)
중동지역의 기술혁신 부문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9) Ibid., p. 32.
60) Ibid., p. 61.
61) World Economic Forum, Reports,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Competitive
ness Ranking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2. 2).
62) Schwab(2018),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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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혁신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인 글로벌혁신지수 2018년 결과에 따르면
중동지역 다수 국가의 순위가 하락세를 보였다. 글로벌혁신지수는 제도, 인적
자본 및 연구, 인프라 등의 혁신투입 요소와 지식 및 기술 창출 등 혁신산출 요
소를 평가한다. GCC 산유국 중 경제다각화 및 혁신 발전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UAE는 2018년에 126개국 중 38위를 기록하며 2017
년의 35위 대비 순위가 소폭 하락하였다. 쿠웨이트는 2017년에 전년대비 11
단계 상승해 56위를 기록하면서 지역 내 국가 중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으나
2018년에는 60위로 하락하였다. 이밖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도
2017년에 비해 순위가 하락하며 각각 51위, 61위, 72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쿠웨이트를 제외한 GCC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혁신투입 지수 순위보다 혁신산
출 지수 순위가 낮고 혁신효율성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63) UAE의 경우 혁신효
율성 순위가 95위로 국가 종합순위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쿠웨이트는 혁신산출 지수 순위가 혁신투입 지수 순위보다 높았으며 혁신효
율성 순위가 26위를 기록하는 등 혁신산출 부문에서 강점을 가지는 특징을 보
였다. 비산유국 중에서는 이집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집트의 2018년 순
위는 전년대비 10단계 상승해 95위를 기록하였는데, 이집트도 혁신투입 대비
혁신산출 순위가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혁신효율성이 45위로 지역 내 다른 국
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64)
한편 중동지역 스타트업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도시별 스타트
업 생태계 순위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17년 발표된 스타트업 생
태계 순위에서 UAE가 32위를 기록하였으며 이집트가 53위, 튀니지 65위, 모
로코 66위 순을 보이면서 GCC 국가보다는 비GCC 국가들의 순위가 더 높게

63) 혁신효율성은 혁신투입 대비 혁신산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혁신산출 지수 점수를 혁
신투입 지수 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Global Innovation Index, Analysis, View Rankings by
Indicator, Innovation Efficiency Ratio,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2. 2 참고).
64) Global Innovation Index, Analysis, In-Depth Economy Repor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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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요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
순위

국가 및 도시

양적평가 점수

질적평가 점수

사업환경 점수

총점

73(32)

UAE, 두바이

1.03

0.06

8.80

9.89

203(76)

요르단, 암만

0.50

0.02

7.50

8.03

204(53)

이집트, 카이로

0.34

0.17

7.50

8.02

205(75)

사우디, 리야드

0.41

0.01

7.50

7.92

273(65)

튀니지, 튀니스

0.24

0.00

5.00

5.24

362(66)

모로코, 아가디르

0.10

0.00

4.30

4.40

505(32)

UAE, 아부다비

0.04

0.00

4.10

4.14

516(66)

모로코, 카사블랑카

0.07

0.00

3.80

3.87

519(82)

이란, 테헤란

0.15

0.00

3.30

3.45

799(106)

레바논, 베이루트

0.10

0.00

2.30

2.40

836(32)

UAE, 샤르자

0.01

0.00

2.30

2.31

872(93)

바레인, 마나마

0.03

0.00

2.00

2.03

873(97)

카타르, 도하

0.03

0.00

2.00

2.03

878(66)

모로코, 라바트

0.01

0.00

2.00

2.01

905(112)

쿠웨이트, 쿠웨이트시티

0.02

0.00

1.00

1.02

주: 1) 2017년 10월 기준이며 125개국 954개 도시 중 순위임.
2) 괄호 안은 국가 순위임.
자료: StartupBlink, Startups, Cities Global Ranking of Startup Ecosystem(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14).

나타났다(표 2-2 참고). 도시별 순위에서는 UAE의 두바이가 73위로 아랍 국
가 중 유일하게 100위 안에 들었다. 두바이는 스타트업과 액셀러레이터 등 관
련 기관의 수를 반영하여 측정하는 양적평가와 기술 인프라, 관료적 형식주의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용이성을 측정하는 사업환경 평가에서 지역 내 다른 도
시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스타트업의 성공 정도를 인구 규모에 따라 조정
하여 산출한 질적평가 점수에서는 이집트 카이로가 두바이를 앞선 것으로 나타
났다.65) 두바이에 이어 요르단의 암만이 203위, 이집트 카이로가 204위,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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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라비아 리야드가 205위, 튀니지의 튀니스가 273위로 도시별 순위에서도
비산유국 도시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66)

4.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중동지역의 경제다각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지역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
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
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 시작된 유가하락으로 경제다각화와
민간 부문 발전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중동 산유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국 정부는 기업 발전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과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이는 지역 내 스타트업의 증가 추
세로 이어졌다. 특히 UAE는 투자 규모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앞서며 중
동지역의 스타트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기성세대보다 창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향후 중동지역 스타트업은 성장세를 이
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스타트업의 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 발전에 새로운 활
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은 높은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경영환경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기업환경 및 경쟁
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업환경평가, 글로벌경쟁력지수, 글로벌혁신지수 등의
65) 질적평가의 주요 고려 요소에는 스타트업 중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Unicorn)의 수,
스타트업이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을 통해 투자를 회수하는 엑시트(Exit) 수 등이 포함되며,
점수 산출 시 인구가 적은 국가가 인구가 많은 국가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StartupBlink 2017,
p. 7 참고).
66) StartupBlink, Startups, Cities Global Ranking of Startup Ecosystem(온라인 자료, 검색일: 20
18. 8. 14).

56 •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ㆍ중동 협력 확대방안

지표에서 중동지역은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접근성 제한, 법적 제도 미비, 공공 부문
비대화, 노동시장 비효율, 혁신효율성 저하 등은 중동지역 내 중소기업이 직면
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소기업이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금융조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효
율적인 신용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 불균형에 의한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
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UAE, 사
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신용정보 기관 설립 등의 노
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이 더욱 체계
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67)
또한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도 중요할 것이다. 기업환경평
가에서 나타났듯이 중동지역은 파산 처리, 소유권 등록 등 제도 부문에서 평가
가 낮고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도 법적 권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
적 여건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을 비롯해 금융기관, 투자자 등
이 기업 활동에 더욱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동지역 내 구직자의 공공 부문 선호가 여전히 높고 민간 부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한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경직된 노동시장, 인적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낮은 여성 노동참여율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강도가 높고 임금이 적은 민간 부문 취업은 기피되어 왔으나
향후 경제발전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을 통한 민간 부문 육성은 불
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부문 개혁 및 직업교육 등을 통해 노동생
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력을 증대해야 할 것이며, 민간 부문 취업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67) IMF(2016),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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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육성전략
가. 비전 및 계획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기조로 인해
중동 산유국에서는 경제성장률 둔화, 재정수지 악화, 외환보유고 감소 등의 문
제들이 나타났으며, 이는 주변 비산유국에도 영향을 미쳐 중동지역 전반의 경
기침체로 이어졌다. 이렇듯 최근 거시 경제 불안정성이 증폭되면서 중동 내에
서는 경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에 중동 국가들은 중소기업
육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각국의 관련 지원정책 및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는 경제다각화, 외국인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튀니지 4개국도 최근 국가개발 계획 발표,
중소기업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비전과 세부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전담 기관을 설립하거나 소관 부처를 개편함으로써 중
소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발표한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
을 통해 자국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를 2016년 20%에서 2030년 35%로 확
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 교육기관 설립,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운영, 전
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세부전략으로 선정하였다.68) 더불어 ‘사우디 비전 2030’
의 세부 실행 계획인 ‘국가 변혁 프로그램 2020(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을 통해서는 동 목표 달성을 위한 총 11개의 이니셔티브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표 3-1 참고). 이니셔티브 중에는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및
금융상품 개발’이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 받았으며, 총 11개 중 5개가 전자상
거래 및 IT(Information Technology) 부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
68) Kingdom of Saudi Arabia(2016b), p. 3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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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변혁 프로그램 2020의 중소기업 관련 이니셔티브
관할 기관

정보통신부

이니셔티브

예산(천 리얄)

전자상거래 활성화, 스타트업ㆍ중소기업에 기술 지원

44,400

전자상거래위원회 설립

40,500

IT 부문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 확대

13,592

IT 부문 중소기업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전시회 개최

39,250

IT 부문 정부 공공조달의 중소기업 비중에 관한 법안 마련

상업투자부

킹압둘라
과학기술도시

-

중소기업 평가 및 분류 프로그램 도입

23,594

중소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시스템 도입

45,000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및 금융상품 개발

1,000,000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35,000

중소기업 정보센터 설립

42,000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향상

48,644

주: 이니셔티브 기간은 사우디아라비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6/17부터 2020/21까지임.
자료: Kingdom of Saudi Arabia(2016a), pp. 86-110.

라고 할 수 있다.69)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6년 10월에 동 국가 계
획들이 제시한 정부 지원책의 이행을 위해 상업투자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vestment) 산하에 중소기업청(SMEA: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General Authority)을 설립하였다.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는 2015년 11월 자국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를 2015년 60%에서 2021년 7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UAE 비전 2021(UAE Vision 2021)’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
신 등의 부문에 있어 정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70) 그리고 이에
앞선 2014년 4월에는 국가 금융 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 정부 공공조달의
중소기업 구매 비중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지원법을 도입하였다. 동 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에미레이트 개발은행(EDB: Emirates Development
Bank)은 중소기업지원법에 따라 연간 자금 대출의 10% 이상을 자국 중소기업
69) Kingdom of Saudi Arabia(2016a), pp. 86-110.
70) John(2015. 11. 24), “SME’s GDP input set to hit 70% by 2021”(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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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UAE 정부와 정부 지분이 25% 이상인 국영 기업은
연간 공공조달의 각각 10%, 5% 이상을 중소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세 감면,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중소기업 지원법에 의해 보
장된다.
이집트 중소기업 개발에 관한 국가전략은 2016년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Foreign Trade)가 발간한 ‘산업 및 무역 개발전략 2016~2020
(Industry and Trade Development Strategy 2016~2020)’을 기초로 한다.71)
이집트 정부는 동 국가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 및 기업가 육성’을 이집트 경제
성장에 필요한 다섯 가지 축 중 하나로 설정하고 법적ㆍ제도적 지원 강화, 전자
플랫폼 구축, 거버넌스 개선 등을 세부전략으로 수립하였다(표 3-2 참고).72)

표 3-2. 이집트의 중소기업 개발 프레임워크
세부전략
법적ㆍ제도적 지원 강화

주요 내용
∙ 중소기업 관련 법 개정
∙ 중소기업 정의 단일화
∙ 기업 설립 과정의 간소화 및 전자화

전자플랫폼 구축

∙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플랫폼 구축
∙ 전자플랫폼 담당 기관 설립
∙ 기업 설립 과정 및 금융정보에 대한 e-메뉴얼 발간

경영서비스 개발

∙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된 지원 서비스 구축
∙ 지원정책의 재정비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패키지 서비스 구축

기업가 육성

∙ 국립대학에 경영 커리큘럼 구성
∙ 멘토링 서비스 제공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통한 경영 교육 제공

금융지원 확대

∙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연구 실시
∙ 벤처기업에 금융 지원한 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

거버넌스 개선

∙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시행을 위한 업무 분장 개선
∙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최신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 Egypt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2016), pp. 52-57.

71) Egypt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2016), p. 52.
72) ‘산업 및 무역 개발전략 2016~2020’에 제시된 다섯 가지 축으로는 산업 개발, 중소기업 및 기업가
육성, 수출 주도 성장, 기술 및 직업교육훈련 확대, 거버넌스 구축이 있다.

62 •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ㆍ중동 협력 확대방안

더불어 이집트는 기존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전담 조직 및 사업을 일원화하
여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4월 산업통상부 산하에 중소기업
개발청(MSMEDA: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Agency)을 설립하였다.
튀니지는 2020년까지 자국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 70% 달성을 목표로 하
고 있다.73) 튀니지 정부는 동 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 4월 국내 창업환경의
개선 및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도입하였다.
더불어 이에 앞선 2017년 12월에는 기존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를 산
업중소기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로 개편하고 동 부처 내에 중소기업국(Directorate for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등의 중소기업 관련 부서를 신설하였다.74)
이는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존 산업부와 무역부(Ministry of
Trade)가 주도하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산업중소기업부가
전담하게 하기 위함이다. 한편 2017년 11월 튀니지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접
근성 확대’를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10대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한 바 있다.

표 3-3.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관련 목표
구분

관련 국가 계획

목표

∙ 사우디 비전 2030
∙ 국가 변혁 프로그램 2020

∙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 2030년 35%로 확대
∙ 중소기업의 고용 기여도 2020년 53%로 확대

UAE

∙ UAE 비전 2021

∙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 2021년 71%로 확대

이집트

∙ 산업 및 무역 개발전략
2016~2020

∙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 확대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

∙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 2020년 70%로 확대

주: 이집트 ‘산업 및 무역 개발전략 2016~2020’은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에 대한 특정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자료: Kingdom of Saudi Arabia(2016a), p. 37; Kingdom of Saudi Arabia(2016b), p. 39; John(2015. 11. 24),
“SME’s GDP input set to hit 70% by 2021”(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2); Egypt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2016), p. 52; 튀니지 산업중소기업부 관계자 인터뷰(2018. 2. 21, 튀니지 튀니스).
73) 튀니지 산업중소기업부 관계자 인터뷰(2018. 2. 21, 튀니지 튀니스).
74) 튀니지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대해서는 2절 ‘주요 지원정책 및 제도’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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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 지원 체계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상업투자부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
으며, 노동부(Ministry of Labor),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정보통신부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등도 각 기
관에 해당되는 정책을 개별적으로 펴고 있다. 노동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
기업과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보
통신부는 IT 부문 중소기업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정책 집행 기관으로서는 중소기업청(SMEA: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General Authority), 투자청(SAGIA: Saudi Arabia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등이 중심이며, 이들은 자체 지원사업을 운영하거나 부처 지원사
업의 집행 기관 역할을 수행한다(표 3-4 참고). 중소기업청은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중소기업 전담 기관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우디 비전 2030’과
‘국가 변혁 프로그램 2020’에 제시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이행을 위해 설립
되었다.75) 주로 중소기업 경영 활동 지원, 경영 교육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
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투자청은 국내외 투자유치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설립 지원 등의 중소기업 관련 제도
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 기관으로는 사우디산업개발펀드
(SIDF: 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가 대표적이다. 동 기관은 주
로 ‘카팔라 프로그램(Kafalah Program)’ 운영을 통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제조업 부문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76)

75) SEMA는 2017년 3월 우리나라 중소기업청과 업무 사절단 파견, 전시회 및 세미나 정보 제공 등의 내
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76) 사우디산업개발펀드와 카팔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절 ‘주요 지원정책 및 제도’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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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 지원 관련 주요 집행 기관의 역할
기관명
중소기업청
(SMEA)

투자청
(SAGIA)
사우디산업개발펀드
(SIDF)

주요 역할
∙ 중소기업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 경영 교육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 제공
∙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시행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설립 지원
∙ 비즈니스 지원 센터 운영
∙ 라이선스 취득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
∙ 스타트업ㆍ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 제조업 부문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자료: SMEA, About 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5); Wamda(2017), pp. 16-17; SAGIA, Hom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9); 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 Achievements, Small & Medium Enterprises
Loan Guarantee Program(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29).

UAE 연방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은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와
에너지산업부(Ministry of Energy and Industry)가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
인 정책은 각 토후국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부다비는 아부다
비 경제개발부(Abu Dhab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와
아부다비 경제개발위원회(Abu Dhabi Council for Economic Development)
가, 두바이는 두바이 경제개발부(Duba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가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기획 및 추진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집행 기관은 아부다비 및 북부 5개 토후국과 두바이를 중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칼리파 펀드(KFED: Khalifa Fund for Enterprise Development)
는 아부다비의 중소기업 개발을 목적으로 2007년 설립되어 당초 아부다비 지
역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나,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아부다비 및
북부 5개 토후국으로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하였다. 이 기관의 주요 활동으로
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두바이 중소기업청(Dubai SME)은 2002
년 설립된 모하메드 빈 라시드 중소기업개발청(Mohammed bin Rash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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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for SME Development)의 후신으로 두바이 중소기업에 대
한 지원정책 수행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동 기관은 주로 중소기업 관련 연구,
경영 및 금융에 대한 자문 제공, 금융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최근에는 비
즈니스 인큐베이터 조성 및 운영 부문에서 두바이 경제개발부와 긴밀한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자의 동등한 대우를 투자법
에 명시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니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지원법
을 포함한 UAE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제도 대부분이 자국민 100% 소유 기
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UAE 인구의 약 80% 이상이 외국인이
라는 특성에 기인해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
기 때문이다.77) 그러나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두바이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인큐베이터 등과 같은 일부 제도는 외국기업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2절 ‘주
요 지원정책 및 제도’에서 다루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한 이집트 정부 부처로는 산업통상부,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투자부(Ministry of

표 3-5. UAE 중소기업 지원 관련 주요 집행 기관의 역할
기관명
칼리파 펀드
(KFED)

두바이 중소기업청
(Dubai SME)

주요 역할
∙ 아부다비 및 북부 5개 토후국 중소기업 대상
∙ 스타트업ㆍ중소기업에 금융 지원
∙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운용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 관련 연구 수행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운영
∙ 경영 및 금융에 대한 자문 제공
∙ 스타트업ㆍ중소기업에 금융 지원
∙ 라이선스 취득 비용 지원

자료: KFED, Servic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5), UAE 칼리파 펀드 관계자 인터뷰(2018. 9. 20, UAE 아부다비);
UAE 두바이 중소기업청 관계자 인터뷰(2018. 9. 19, UAE 두바이).
77) UAE 두바이 중소기업청 관계자 인터뷰(2018. 9. 19, UAE 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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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사회연대부(Ministry of Social Solidarity) 등이 있다.78)
2016년 ‘산업 및 무역 개발전략 2016~2020’ 발표 전까지는 각 부처가 뚜렷한
주도기관 없이 개별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최근에는 부처간 역할 중복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전담 조직 및 사업을 일원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집행 기관으로는 중소기업개발청, 투자청(GAFI: 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 금융교육원(EBI: Egyptian Banking Institute) 등이 있다
(표 3-6 참고). 중소기업개발청은 1996년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과 이집트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사회개
발기금(SFD: Social Fund for Development)의 후신으로 중소기업에 특화
된 정책 수행을 위해 2017년 산업통상부 산하에 설립되었다. 아직은 업무 범위
를 확장해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주로 초소형기업과 중소기
업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 및 시행, 금융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투자청은
1992년 설립된 투자부 산하 공공 기관으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스타
트업 지원 제도 개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더불어
표 3-6. 이집트 중소기업 지원 관련 주요 집행 기관의 역할
기관명
중소기업개발청
(MSMEDA)

투자청
(GAFI)

금융교육원
(EBI)

주요 역할
∙ 초소형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 및 시행
∙ 초소형기업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
∙ 경영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계획)
∙ 기업 설립 절차 총괄
∙ 스타트업 지원 제도 개발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설립 및 운영
∙ 원스톱샵 설립 및 운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컨퍼런스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 제공
금융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포털사이트 운용
금융 관련 자체 연구 수행
및 세미나 개최

자료: Samra and Farid(2017. 11. 8), “Formalizing SM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6. 29); Oxford Business
Group(2013), p. 42; El Said et al.(2017), p. 32; Egyptian Banking Institut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10).
78) El Said et al.(2017),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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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관은 신규 회사 설립 절차를 총괄하고 있는데, 절차 간소화를 위해 원스톱
샵(One Stop Shop)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융교육원은 1991
년 설립된 이집트 중앙은행(CBE: Central Bank of Egypt) 산하 기관으로 주
로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 제공, 중소기업 금융 관련 데이터베
이스 및 포털사이트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튀니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산업중소기업부가 주로 관할하고 있으나, 고
등교육과학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등의 부처도 소관 부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산업중소기업부는 주로
서비스와 제조업 분야, 고등교육과학부는 IT 분야, 무역부는 중소기업의 대외
무역 활동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공공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정책의 실제 집행 기관으로는 산업중소기업부 산하의 산업혁신청(APII:
Agency for the Promotion of Industry and Innovation), 무역부 산하의
무역진흥청(CEPEX: Center for Promoption of Export), 재무부 산하의 국영
중소기업은행(BFPME: Banque de Financement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등이 있다(표 3-7 참고). 산업혁신청은 연구개발 활동 지원, 비
즈니스 인큐베이터 운영 등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중소기업 활동 촉진
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기관은 24개 자치주마다 거점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튀니지 산업 현황에 대한 간행물 및 보고서를 출판하는 등 자체
적인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무역진흥청은 1978년 설립 이후 자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역점을 두고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왔다. 주요
활동으로는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 무역거래 알선, 무역전시회 및 트레이
닝 세미나 개최 등이 있다. 국영중소기업은행은 자국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확
대를 위해 2005년 창설되었으며, 관광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기
업을 대상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기관은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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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튀니지 중소기업 지원 관련 주요 집행 기관의 역할
기관명

주요 역할

산업혁신청
(APII)

∙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운영
∙ 역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네트워크 운영
∙ 기업 연구개발 활동 지원
∙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 자문 제공
∙ 기업간 협업 촉진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제도 마련

무역진흥청
(CEPEX)

∙ 무역 정책 개발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맞춤형 자문 제공
∙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
∙ 무역거래 알선
∙ 무역전시회 및 트레이닝 세미나 개최

국영중소기업은행
(BFPME)

∙ 관광 및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중소기업에 특화된 금융상품
제공
∙ 창업 전 과정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라인 제시

자료: OECD(2014), p. 327; 튀니지 산업혁신청 관계자 인터뷰(2018. 2. 20, 튀니지 튀니스); CEPEX, Our Service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1); 튀니지 국영중소기업은행 관계자 인터뷰(2018. 2. 22, 튀니지 튀니스).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창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기능도 수행한다.

2. 주요 지원정책 및 제도
가. 금융접근성 확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금융 지원은 주로 사우디산업개발펀드를 통해 이루
어지는데, 일반 금융에서 받기 어려운 장기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규모가
작을 경우 무담보로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동 기관의 장점이다. 중소
기업과 관련한 동 기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크게 대출 보증 지원과 제조업 부문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6년 출범한 카팔라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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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은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기업에 정부 보증을 제공해줌으로써 상업 금
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총
대출의 최대 80%까지 보증할 수 있으며, 보증의 범위는 최소 8만 리얄(2만 달
러)에서 최대 160만 리얄(42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카팔라 프로그램의 수혜기업 수는 1만 8,259개이며, 정부의 총 보증금액은
89.2억 리얄(약 23.7억 달러)이다(표 3-8 참고).
국내외 기업이 제조업 부문에 투자할 경우 사우디산업개발펀드는 투자 금액
의 50~75%를 장기 융자해줄 수 있다. 동 혜택은 최대 대출기간, 대출한도 등
의 조건이 지역별로 차등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리야드(Riyadh), 제다
(Jeddah) 등의 지역에서는 최대 대출기간 15년, 대출한도 50%인 반면, 할리
(Hali), 지잔(Jizan) 등 대상 지역이 비교적 벽지인 경우에는 최대 대출기간 20
년, 대출한도 75%이다(표 3-9 참고). 최대 융자지원 금액은 프로젝트당 1.6억
달러이며, 이자 없이 연 1.2~1.5% 내외의 관리 수수료만 부과하고 있다. 이 밖
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부동산개발기금(Real Estate Development
Fund), 인력개발기금(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 정보
통신진흥기금(ICT Fund) 등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에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
고 있다.
표 3-8. 사우디아라비아 카팔라 프로그램의 지원 실적
(단위: 개, 천 리얄)

은행명

수혜기업 수

보증 금액

대출 금액

National Commercial Bank

7,750

2,755,639

5,953,320

Riyad Bank

3,408

2,090,944

4,272,424
2,074,198

Al-Rajhi Bank

1,968

1,174,953

Arab National Bank

1,951

414,617

565,401

기타 은행

3,140

2,489,284

5,063,260

계

18,289

8,925,437

17,928,603

주: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누계 기준임.
자료: 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 Achievements, Small & Medium Enterprises Loan Guarantee
Program(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29).

70 •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ㆍ중동 협력 확대방안

표 3-9. 사우디산업개발펀드의 지역별 대출기간 및 한도
도시

최대 대출기간

대출한도

Riyadh, Jeddah, Dammam, Jubail, Makkak, Yunbo

15년

50%

Qassim, Al-Ihssa, Rabigh, Taif, Kharj Industrial City,
Sudair Industrial City, Madinah

20년

60%

Hail, Northern Boarders, Jouf, Tabouk, Jizan, Najran,
Al-Baha, Assir

20년

75%

자료: 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 Financing of Projects in the Promising Citi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30).

UAE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기관으로는 2007년 설립된 칼리파 펀드가 대표
적인데, 자국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 및 특
징, 대출 시급성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 이 기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79) 대표적으로 스타트업의 소규모 자금 수
요에 부응하여 최대 3백만 디르함(약 81만 달러)을 지원해주는 ‘베다야 프로그
램(Bedaya Program)’과 중소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개발, 마케팅 등
의 부문에서 최대 5백만 디르함(약 136만 달러)을 지원해주는 ‘제야다 프로그
램(Zeyada Program)’ 등이 있다. 두바이 중소기업청은 두바이 지역의 중소기
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따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출 범
위는 백만 디르함(약 27만 달러)에서 3백만 디르함(약 81만 달러)까지이며, 건
설업, 자동차대여업 등 일부 부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UAE 정부는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
업에 대해 은행 지급보증을 전면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공적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
원을 강화하였던 사우디아라비아, UAE와는 달리 이집트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서야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6년 1월 압둘 파타 엘시시(Abdul
Fa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은 향후 4년간 총 2,000억 파운드(약 250억 달
79) UAE 칼리파 펀드 관계자 인터뷰(2018. 9. 20, UAE 아부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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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를 자국 상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촉진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
다.80) 동 프로그램에 따라 상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만큼 해당 기관의 중
앙은행 의무 예치금이 축소하게 된다. 이집트 정부는 이를 통해 35만 개 중소
기업에 금융을 지원하고 4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2017년 4월
설립된 중소기업개발청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
다.81) 서비스업 부문 중소기업은 최대 3백만 파운드(약 17만 달러), 제조업 부
문 중소기업은 최대 5백만 파운드(약 28만 달러)까지 동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
튀니지도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공적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튀니지 신용보증공사(SOTUGAR:
Société Tunisienne de Garantie), 국영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STB: Societe
Tunisienne de Banque) 등이 있다. 튀니지 신용보증공사는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의 담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을 대신하여 신용 보증을 서주는 신용
보증시스템(CGS: Credit Guarantee System)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국영중소기업은행은 관광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중소기업에 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이 일반 상업은행과 다른 점은 기업 대출
의 허용 기준이 낮고 중장기 대출이 가능하며, 신용보증시스템의 활용으로 대
출 담보물이 없다는 것이다. 대출 범위는 10만 디나르(약 4만 달러)에서 250만
디나르(약 100만 달러)까지이고 기업은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65%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82)

80) “Egyptian central bank outlines plan to help small firms”(2016. 1. 1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6. 29).
81) Samra and Farid(2017. 11. 8), “Formalizing SM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6. 29).
82) 튀니지 국영중소기업은행 관계자 인터뷰(2018. 2. 22, 튀니지 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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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중동 4개국의 주요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제도
구분

주요 내용

사우디
아라비아

∙ 통화청이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사우디산업개발펀드를 통해 신용보증 및 제조업 부문 금융 지원
- 카팔라 프로그램: 중소기업 총 대출의 최대 80%, 7년까지 보증 가능
- 제조업 부문 기업 금융 지원: 투자금액의 50~75%까지 장기 융자, 연 1.5% 내외의 관리
수수료만 부과
* 리야드, 제다 등: 투자금액의 50%, 최대 15년까지 지원 가능
* 할리, 지잔 등: 투자금액의 75%, 최대 20년까지 지원 가능
∙ 이 밖에 부동산개발기금, 인력개발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을 운영

UAE

∙ 에미레이트 개발 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
- 중소기업지원법에 따라 연간 자금 대출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에 제공
∙ 칼리파 펀드를 통한 금융 지원
- 베다야 프로그램: 스타트업 대상, 최대 3백만 디르함까지 지원 가능
- 제야다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최대 5백만 디르함까지 지원 가능
∙ 두바이 중소기업청을 통한 금융 지원
- 최대 3백만 디르함까지 지원 가능, 건설업, 자동차대여업 부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 지급보증을 전면 면제해주는 제도 운영

이집트

∙ 이집트 중앙은행이 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중소기업에 금리 5% 이하의 금융 대출 시 대출 규모만큼 해당 기관의 중앙은행 의
무 예치금 축소
∙ 중소기업개발청을 통한 금융 지원
- 서비스업: 최대 3백만 파운드까지 지원 가능
- 제조업: 최대 5백만 파운드까지 지원 가능

튀니지

∙ 튀니지 신용보증공사가 신용보증시스템(Credit Guarantee System) 운영
∙ 국영중소기업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관광업, 부동산업 제외)
-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65%, 250만 디나르까지 지원

자료: 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 Financing of Projects in the Promising Citi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30); KFED(2017. 11. 10), Overview, Achievements and Future Outlook(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3); “UAE SMEs don’t need bank guarantees from October”(2016. 7. 2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2); “Egyptian central bank outlines plan to help small firms”(2016. 1. 1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6. 29); Samra and Farid(2017. 11. 8), “Formalizing SM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6. 29); 튀니지 국영중소기
업은행 관계자 인터뷰(2018. 2. 22, 튀니지 튀니스).

나. 기술혁신 촉진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의 특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특정
산업 및 기술을 선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기술인큐베이터 설립 및 운영 프로그램인 ‘바디르(BADIR)’이다. 사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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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아의 기술혁신 정책 집행 기관인 킹압둘라 과학기술도시(KACST: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는 2007년 개시된 이 프로그램
을 통해 지금까지 ICT, 바이오, 첨단 제조 부문에서 총 3개의 기술인큐베이터를
창설하였다(표 3-11 참고). 기술인큐베이터는 해당 산업에 대한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뿐 아니라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 경영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입주 벤처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킹압둘라 과학기술도시는 향후
우주 및 항공기술 등의 부문에서 기술인큐베이터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둘째는 기술혁신 부문에서 13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동 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중소기업에 이전해주는 ‘기술이전 및 국산화 프로그
램(Technology Transfer and localization Program)’이다. 13대 전략산업
으로는 에너지, 우주ㆍ항공, 방산, 원자력 등이 있으며, 킹압둘라 과학도시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을 비롯한 프로그램 전 단계를 총괄하고 있다.83)
UAE는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술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혁신 관련 정부 지원 체계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3-11.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술인큐베이터 현황
인큐베이터

설립연도

관련 부문

2016년 실적

2008

∙ ICT 인프라
∙ 소프트웨어 솔루션
∙ 미디어
∙ 어플리케이션 개발

∙ 26개사 신규 입주
∙ 6개사 졸업
∙ 관련 워크숍 20회 개최

BADIR
Biotechnology

2010

∙ 헬스, 의료, 제약
∙ 환경
∙ 바이오

∙ 7개사 신규 입주
∙ 2개사 졸업
∙ 150개 일자리 창출
∙ 5개사 수익 창출 실현
∙ 관련 워크숍 7회 개최

BADIR Advanced
Manufacturing

2010

∙ 첨단 제조

∙ 14개사 신규 입주
∙ 1개사 졸업
∙ 관련 워크숍 2회 개최

BADI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자료: KACST, Innovation, Technology Incubator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1).
83) 13대 전략산업에는 에너지, 수자원, 석유ㆍ가스, 첨단 제조, 헬스, ICT, 농업, 건축, 물류, 환경, 우주
ㆍ항공, 방산, 원자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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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중소기업청은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모하메드 빈 라시드 청년창업 공
모전(Mohammed Bin Rashid Award for Young Business Leaders)’, ‘스타
트(START)’ 등의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동 공모전은 특정 산
업 및 국적에 제한 받지 않는 자유 공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승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실제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더불어 두
바이 정부는 ‘두바이 미래 엑셀러레이터(DFA: Dubai Future Accelerators)’
등을 통해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아부다비는 칼리파 펀드를 중심으로 자국 대학생과 청년층의 기술
창업 촉진을 위해 총 800개가 넘는 캠페인을 추진한 바 있다.84) UAE 정부는
2014년 국가혁신위원회(NIC: National Innovation Committee), 모하메드
빈 라시드 혁신센터(Mohammed bin Rashid Center for Innovation)의 설
립을 통해 기술혁신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국가혁신위원회는 설
립 이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법안 마련,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 기술혁신 관련 이니셔티브 30개의 추진을 지원한 바 있다.85)
이집트는 정부주도하에 ’기술이전 및 혁신 센터(Technology Transfer and
Innovation Center)’, ‘연구개발 및 혁신 프로그램’(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Program)’, ‘과학기술개발펀드(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Fund) 등 기술혁신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을 뿐더러 기관 간 협업 부재 등으로 효율적으로 추
진되지 않고 있다.86) 특히 동 제도들의 중소기업 지원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지원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미흡
하다는 평가를 받는다.87)
84) Rapp(2018. 7. 10),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Middle East and Silicon Valle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1).
85) OECD(2016), p. 59.
86) OECD(2014), p. 221; El Said et al.(2017), p. 33.
87) El Said et al.(2017),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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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튀니지는 자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산학 연계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튀니지 산업혁신청은 총 11개의 테
크노파크(Techno Parks)와 15개의 사이버 파크(Cyber Parks)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표 3-12 참고). 테크노파크는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특정 산업
과 관련된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킨 클러스터
를 가리킨다. 주요사업으로는 산ㆍ학ㆍ연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 스
타트업 발굴 및 육성사업, 핵심기술 교육사업 등이 있다. 사이버 파크는 테크노
파크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
보수, 원격통신기술과 관련된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튀니지의 산학
연계사업으로는 ‘모비닥 프로그램(MOBIDOC: Mobile Doctor)’이 대표적이
다. ‘모비닥 프로그램’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본인의 논문 연구를 실
제 기업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과 기업을 연계해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동
사업은 국가과학기술개발청(ANPR: Agence Nationale de la Promotion de
la Recherche Scientifique)이 총 사업비의 80%, 각 기업이 20%를 지원하는
데, 학생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기업은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및 기
표 3-12. 튀니지의 테크노파크 현황
테크노파크

관련 산업 및 기술

Ariana

ICT

Borj Cédria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환경

Sidi Thabet

바이오, 제약

Sousse

나노, 전자, IT

Sfax

멀티미디어

Monastir

섬유 및 의류

Bizerte

식품

Gafsa

제조

Gabès

환경

Manouba

섬유 및 의류

Médenine

천연자원 탐사

자료: Invest in Tunisia, Technology Infrastructur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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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7년까지 377명의 박사 과정 학생 및 박
사 후 연구원이 동 사업에 참여하였다.

다. 창업 활성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튀니지는 자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확대를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88)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창
업 초기 기업에 사무실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주고 경영 활동에 대한 자문, 관
련 워크숍 개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자립화를 지원하는 제도이
다. 중동지역 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1999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는데, 2010년대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UAE를 중심으로 그 수가 대폭
확대되고 각국 정부의 지원도 강화되는 추세다.
국가별로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운영을 중소기업 육성전략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최근 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큐베이터, 엑셀
러레이터 등을 포함한 창업지원 시설 수(민간시설 포함) 증가폭은 2006~10년
13개에서 2011~15년 36개로 세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89) 튀니지 정부는
1999년 첫 인큐베이터를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19개를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튀니지는 산업혁신청을
통해 역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네트워크(RNPE: National Network of
Business Incubators)를 운영하여 인큐베이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국 스타트
업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있다. UAE 정부는 민간 기업,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총 12개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UAE 정부는

88) Mayard(2014. 8. 6), “15 MENA incubators to help nurse your compan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0).
89) Wamda(2017),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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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중동 4개국의 주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국가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집트

인큐베이터

설립연도

Afkar

2013

∙ 아프리카, 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 기회 제공
∙ 경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Taif

2015

∙ 금융 및 마케팅 부문에 대한 자문 서비스 제공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워크숍 개최

In5

2013

∙ ICT 및 미디어 부문 스타트업에 특화
∙ 기업 등록비, 라이선스 취득비 등에 대한 감면 혜택 제공

Silicon Oasis
Founders

2013

∙ 투자자 및 파트너 네트워크에 접근 가능
∙ 경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Bedaya

2009

∙ 최대 17,000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
∙ 다양한 네트워킹 이벤트 개최

Technolog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Center

2010

∙ ICT 부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인큐베이션
서비스 제공
∙ 최대 13,500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
∙ 경영 자문 및 마케팅 지원 서비스 제공

Wiki startup

2011

∙ 자금조달, 경영계획 수립 등의 부문에서 개별 코칭
서비스 제공
∙ 경영 트레이닝 세션 운영

Impact

2013

∙ 1년간 인큐베이션 서비스 제공
∙ 경영 코칭 및 트레이닝 세션 운영

튀니지

특징

자료: Mayard(2014. 8. 6), “15 MENA incubators to help nurse your compan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0); Badir, Incubators, Taif Incubator(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8); Rashad(2016. 10. 24), “The
lucky 13: Egypt’s incubator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1); Technolog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Center, Departments, Incubation Departmen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2).

2018년 3월 두바이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인큐베이터를 대상으로 외국기업
투자 지분 100% 소유를 허용하는 등 최근 인큐베이터 입주 기업에 대한 혜택
을 강화하고 있다.90)91)
이 밖에 최근 창업 활성화 정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스타
트업에 대해 각종 비용을 면제 또는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있다. 2017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은 2016년부터 2021년
까지 5년간 창업한 기업에 대해 각종 정부 수수료(Government Fees)를 면제
90) Abbas(2018. 3. 6), “Dubai SME’s business incubator licence offers 100% ownership”(온라
인 자료, 검색일: 2018. 8. 14).
91) 두바이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UAE의 여타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달리 외국
기업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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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기간 내 창업한 기업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상
업등기비, 상공회의소 등록비, 라이선스 취득비 등의 부문에서 최대 8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더불어 산업통상부는 킹압둘라 경제 도시 내 설립된 유망 스
타트업에 대해 최대 5년간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하고 있다. UAE도 스타트업에 대한 각종 정부 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칼리파 펀드는 동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스타트업에 상업등기비, 라이선스
취득비 등 각종 정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표 3-14 참고). 더불어
두바이 중소기업청도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신원보증금 지원 및 라이선스
취득비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집트와 튀니지는 최근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및 법제 개선을 통해 창업 활
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원스톱샵 시스템 및 온라인 등록서비스
의 이용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집트 투자청을
중심으로 기업 설립 관련 정부 수수료에 대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튀니지는 2008년부터 원스톱샵 설립사업을 본격화하여 19개 자치구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수도 튀니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등
록서비스의 이용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 튀니지
정부는 각 부처 및 기관이 한 기업에 대해 공통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단일등
록번호제도(Single Identification Number)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표 3-14. UAE 칼리파 펀드 등록 스타트업의 정부 수수료 면제 혜택
관련 기관

내용

아부다비 식품관리청
(Abu Dhabi Food Control Authority)

∙ 5년간 라이선스 취득 비용 면제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Abu Dhabi Chamber of Commerce)

∙ 3년간 회원 등록 및 갱신 비용 면제

아부다비 관광청
(Abu Dhabi Tourism Authority)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 2년간 등록 비용 면제
∙ 상업등기비, 비즈니스 라이선스 취득비 면제

자료: Khalifa Fund(2014), p. 4.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 79

이집트는 2017년 6월 투자법 개정을 통해 기업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타
트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바 있다. 개정된 투자법은 기업 설립 과정의 소
요 시간 단축을 위해 행정처리 기간을 최대 2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설비 및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을 스타트업에 부여하고 있다. 튀니지는 2018년 4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도입하였다. 동 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스타트업은 동 법에 따라 8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더불어 민간 및
공공기관 근무자가 퇴직 후 기업을 창업할 경우 이 창업자는 퇴직한 회사에 재취
업할 수 있는 권리를 1년간 보장받게 된다. 그리고 튀니지 정부는 스타트업 1개
사당 최대 3명의 창업자에게 1년간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92) 급여는 직전 회사
에서의 연봉, 평균 고정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개별 산정하게 된다.
한편 튀니지 산업혁신청은 18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동 부문에서 창업하고
자 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93) 18대
전략산업으로는 농수산물 유통, 자동차 부품, 방산, 바이오 등이 있으며, 튀니
지 정부는 해당 부문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총 투자액의 15%를 최대 100
만 디나르(약 40만 달러)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94)

3. 외국기관 지원 및 정부간 협력사례
가. EU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중동지역 중소기업 지원은 주로 유럽부흥개발
92) Mpala(2018. 5. 29), “Here are the 20 measures the Tunisia Startup Act aims to promote”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7).
93) 튀니지 산업혁신청 관계자 인터뷰(2018. 2. 20, 튀니지 튀니스).
94) 튀니지 산업혁신청의 18대 전략산업으로는 농수산물 유통, 나노, 바이오, 방직, 전자제품, 산업용 수
지, 자동차부품ㆍ조선기자재, 제약, 임상 실험, 산업용품, 방산, 문화 창조, 재활용ㆍ폐수처리, 사막화
방지ㆍ생물다양성 보존, 신재생에너지, ICT, 물류서비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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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데, 2010년대 들어 지원 방법이 다양해지고 그 규모가 확대되
고 있는 추세다. 대상 국가는 각 프로그램별로 상이하지만, 주로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비산유국 중심이고 지금까지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는 없었다. 주요 지원 방법으로는 금
융 협력 강화, 경영 자문서비스 제공,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연구 추진 등이 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은 중동지역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2012년부터 총 24건
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프로젝트는 유럽부흥개발
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현지 금융 기관에 자금을 융자해주고 이를
해당 금융 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지금까지의 대상 국
가 중에는 이집트와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다. [표 3-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럽부흥개발은행은 이집트에서 총 10건의 중소기업 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
였으며, 계약 체결 상태를 포함한 총 프로젝트 금액은 6억 5,000만 달러 규모
이다.95) 최근 들어 가장 협력이 활발한 국가는 튀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총 7
건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프로젝트 중 4건이 2017년 이후 진행되었다(표 3-16
참고). 이밖에 유럽부흥개발은행은 요르단과 모로코에서 각각 4건 및 3건의 관
련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유럽부흥개발은행은 ‘남동지중해 국가들의 중소기업 지원사업(Small
Business Support Activities in the Southern and Eastern Mediterranean
Countries)’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
부흥개발은행은 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전문 자문관을 현지로 직접 파견하
고 있는데, 2012년 프로그램 개시 이후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모로코에서 총
731개의 중소기업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자문을 받았다.96) 제조업, 도소매
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부문의 중소기업이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로
95) EBRD, The EBRD in Egypt, Projects in Egypt up to dat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4).
96) EBRD, Business Advice in Your Countr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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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EBRD의 이집트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금융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연도

융자액
(백만 달러)

차입 기관

National Bank of
Egypt SME Credit
Line

2013

50

National Bank of
Egypt

중소기업 금융 지원 상환중

National Bank of
Egypt-WiB

2014

20

National Bank of
Egypt

여성기업 금융 지원 상환중

QNB Alahli SME
Loan

2015

100

Qatar National
Bank Alahli

중소기업 금융 지원 상환중

Bank Audi Egypt
SME Loan

2015

30

Bank Audi

NBK-Egypt SME
Loan

2015

70

National Bank of
Kuwait-Egypt

Bank of Alexandria
SME Loan

2015

50

Bank of
Alexandria

중소기업 금융 지원

계약
체결

Emirates NBD Egypt
Subordinated Loan

2016

125

Emirates National
Bank of Dubai
Egypt

지방 소재 중소기업
금융 지원

출자

QNB AlAhli SME
Loan

2016

100

Qatar National
Bank Alahli

중소기업 금융 지원

계약
체결

AAIB - SME Loan

2017

30

Arab Africa
중소기업 금융 지원
International Bank

출자

Banque Misr - SME
Loan and TFP

2017

75

Banque Misr

목적

중소기업 금융 지원

상태

출자

중소기업 금융 지원 상환중

중소기업 금융 지원

출자

자료: EBRD, The EBRD in Egypt, Projects in Egypt up to dat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4).

금융 및 해외진출에 대한 자문이 현지기업에 제공된다.
EU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중동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
표적으로 현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관련 연구 추진 등의 사업
을 시행하는 ‘남지중해 경영환경 개선사업(Enhancement of the Business
Environment in the Southern Mediterranean)’이 있다. 동 프로그램의 대
상 국가는 총 8개국(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
타인, 튀니지)이며, 지금까지 총 6회의 현지 세미나와 중소기업 금융환경 및 여
성기업 관련 연구 18개를 추진한 바 있다.97)98) 아울러 EU는 아프리카 및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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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EBRD의 튀니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금융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연도

융자액
(백만 유로)

차입 기관

목적

상태

BTK - SME loan

2013

20

Banque
Tunisio-Koweitien
ne

중소기업 금융 지원

상환중

중소기업 금융 지원

상환중

UBCI - SME loan

2014

40

Union Bancaire
pour le
Commerce et
l’Industrie S.A.

Banque de Tunisie
- SME Loan

2014

30

Banque de
Tunisie

중소기업 금융 지원

상환중

UIB SME Loan

2017

40

Union
Internationale de
Banques

중소기업 금융 지원

출자

중소기업 금융 지원

계약
체결

UBCI SME Loan II

2017

30

Union Bancaire
pour le
Commerce et
l’Industrie S.A.

Banque de Tunisie
- SME Loan II

2017

50

Banque de
Tunisie

중소기업 금융 지원

출자

QNB Tunisia –
SMELoan

2018

50

Qatar National
Bank Tunisia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이사회
승인

자료: EBRD, The EBRD in Tunisia, Projects in Tunisia up to dat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4).

주변 국가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대출 보증 및 사업 기획 단계에서의 기술 지원
등을 현지 투자 기업에 제공하는 ‘EU 대외투자계획(EU External Investment
Plan)’을 실행하고 있다.

나. 이집트-캐나다
이집트와 캐나다의 중소기업 부문 협력은 중소기업 관련 정부 기관의 역량

97) EBESM, The EBESM Projec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1).
98)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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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캐나다의 대이집트 중소기업 개발 지원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기간

예산
(천 달러)

주요 성과

경영개발 지원서비스
프로젝트

2004~11

18,000

∙ 투자청, 금융교육원에 중소기업 전담부서 창설
∙ 정부관계자에 역량 강화 교육 제공

중소기업 프로그램

2004~12

17,682

∙ 경영 자문서비스센터 20개 설립
∙ 22,000개 중소기업, 7,000개 여성기업에
자문 제공

기업가정신 교육사업

2007~10

4,808

∙ 2,020명에 경영교육 제공

2,193

∙ 기업개발센터 6개 설립
∙ 1,066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남성 754개,
여성 312개)
∙ 정부관계자 322명에 역량 강화 교육 제공

이집트기업 개발
프로젝트

2008~14

자료: Government of Canada, Project Browser, Search Projec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1).

강화, 중소기업 고용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미국, EU 등이 이집트
중소기업 개발을 위해 이집트 정부와 협력한 바 있지만, 캐나다와의 협력이 실
적 측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99) 이집트와 캐나다는 중소기업 부문
에서 지금까지 총 4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이집트는 이를 통해 자국
중소기업 부문 개발을, 캐나다는 외교력 확대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표 3-17 참고).100)
‘경영개발 지원서비스 프로젝트(Business Development Support Services
Project)’는 이집트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정부 기관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
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되었다.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이집트 정
부 관계자들이 매년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았으며, 투자청과 이집트 금융교육원
에 중소기업 전담 부서가 설립되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추진된
‘중소기업 프로그램(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Program)’은 이
집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었다. 이집트 정부는 동 프로그램
의 추진을 위해 10개 지역에 20개의 자문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는데, 이에 따
99) Creative Associates International(2014), p. 15.
100) Government of Canada, Project Browser, Search Projec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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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로젝트 기간 동안 총 2만 2,000개의 중소기업과 7,000개의 여성기업이
경영 자문을 받을 수 있었다. 자문서비스센터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 매년
평균 4,000개 기업이 동 센터를 통해 자문을 받고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사업(Know About Business: Entrepreneurship Education)’
은 이집트 대학생 및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3년의 프로젝트 시행기간 동안 총 2,020명이 이를 통해 경영 교육을 받았다.
아울러 2008년부터 추진된 ‘이집트기업 개발 프로젝트(Egypt Enterprise
Development Project)’는 이집트 중소기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
으로 기업에 개별 코칭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총 1,066개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부 및 유관 기
관 관계자 322명이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았다.

다. 튀니지-독일
튀니지와 독일은 튀니지 내 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우선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는 튀니지 산업중소기업부와 협력하여 매년 본국에서 튀
니지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전문가 연수 과정을 개최하고 있다. 동 사업
은 ‘독일과의 파트너십 구축 프로그램(Fit for Partnership with Germany)’
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약 20명의 튀니지 기업가
들이 참가하여 2018년까지 총 114명이 이를 수료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튀니
지에서 중소기업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1개월의 교육 과정에 걸쳐 경영 실무 및 전문지식에
대한 트레이닝과 함께 현지 중소기업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된다. 경영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일 기업의 선진 문화
등을 배울 수 있어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기업가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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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독일 기업들도 이 사업을 통해 해외 협업 파트너 발굴 및 네트워크 강화
부문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18년 2월 20일 독일협력청(GIZ: German Agenc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은 튀니지 산업중소기업부와 일자리 창출 및 창
업활동 지원에 대한 협력의정서를 체결하였다.101) 협력의정서는 튀니지의 ‘경
제안정 및 청년고용을 위한 이니셔티브 2단계(Initiative for Economic
Stabilization and Youth Employment PhaseⅡ)(2018~2021)’에 대한 독
일 정부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독일은 이를 위해 4년에 걸쳐 총
400만 유로(약 465만 달러 규모)를 튀니지 정부에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
다.102) 튀니지 정부는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청년 창업자 500명에 대한 창업
기술 지원사업과 신규 기업 150개에 대한 창업 후속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
정이다. 이니셔티브 1단계(2015~2017)에서는 90개 신규 기업 설립과 828개
일자리 창출 등의 실적이 이루어졌는데, 2단계에서는 2021년까지 240개 신규
기업 설립과 총 2,3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표 3-18 참고). 독일
정부는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튀니지 은행의 대출 처리기간 단축과 운영 기술
보강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상기 프로그램 외에도 튀니
지의 ‘기술혁신, 지역경제 개발, 고용 창출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2단계
(Cooperation Programme of Innovati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표 3-18. 튀니지 경제안정 및 청년고용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목표
구분

신규 기업 설립

일자리 창출

1단계 실적

90

828

목표

240

2,300

자료: “Tunisia, Germany sign four cooperation agreements to support SMEs”(2018. 2. 2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5).
101) 튀니지 산업중소기업부 관계자 인터뷰(2018. 2. 21, 튀니지 튀니스).
102) “Tunisia, Germany sign four cooperation agreements to support SMEs”(2018. 2. 2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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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mployment PhaseⅡ)(2018~2021)’를 지원하고 있다. 튀니지 정부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인적자원 관리기술, 마케팅기술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유망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다.103)
2018년 초에 개시된 위 두 사업은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104) 특히 ‘경제안정 및 청년고용을 위한 이니셔티브 2
단계’의 경우 전 단계의 실적이 우수할 뿐 아니라 독일 정부와의 협력도 잘 이
루어지고 있어 추후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105)

라. UAE-일본
UAE는 2017년 이후 5개 국가(프랑스, 한국, 스웨덴, 인도, 일본)와 중소기
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최근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대외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극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된 정부간 협력사업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7년 10월 UAE와 일본은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플랫폼(UAE-Japan SME Platform)’을 두바이에 설립하였다. 중소기업 플랫
폼은 UAE 경제부와 일본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2017년 1월 체결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 일본무역
진흥기구(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가 이를 주로 운영
하고 두바이 중소기업청, 두바이 상공회의소(Dubai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등의 현지 기관이 지원하고 있다. 동 기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103) “Tunisia, Germany sign four cooperation agreements to support SMEs”(2018. 2. 20, 온라
인 자료, 검색일: 2018. 7. 25).
104) 튀니지 산업중소기업부 관계자 인터뷰(2018. 2. 21, 튀니지 튀니스).
105) 튀니지 산업중소기업부 관계자 인터뷰(2018. 2. 21, 튀니지 튀니스); 튀니지 산업중소기업부 관계
자 인터뷰(2018. 10. 1, 서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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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UAE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일본기업을 대신하여 신뢰할 만한 현지 파트
너를 발굴해주는 것이 있다. 외국기업이 투자할 경우 연방법 18조(Federal
Law no. 18 of 1981)에 따라 자국민 파트너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지정해야
하는데, 에이전트와의 불화로 현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기업들이
많다. 이에 따라 에이전트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동 기관이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동 기관은 일본 중소기
업의 UAE 진출에 대한 자문 등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지 실
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UAE에 직접 파견하고 있다.106)
또한 UAE와 일본은 포럼, 세미나 등의 중소기업 관련 행사를 2018년 세 차
례에 걸쳐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2018년 3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UAE일본 경제 포럼’에는 재생에너지, 물류 등의 부문에서 약 40여 개 UAE 기업이
일본 중소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을 위해 참석하였다. 동년 9월 아부다비에서
는 UAE 중앙은행이 주관하는 ‘UAE-일본 중소기업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4. 시사점
본 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튀니지 4개국을 중심으로 중소
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제도, 정부간 협력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사우디 비전 2030’과 ‘국가 변혁 프로그램 2020’
의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비전 및 세부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등 최근 관련 정책의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우디산업개발펀드를 통해 자국 중소기업에 신용보

106) UAE 연방경제부 관계자는 UAE-일본 중소기업 플랫폼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가
주로 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 및 만족도 등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UAE 연방경제
부 관계자 인터뷰, 2018. 9. 20, UAE 아부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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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및 장기 저리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서는
ICT, 에너지, 바이오 등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기술인큐베이터, 기술이전
사업 등을 통해 동 부문의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UAE도 2014년 4월 중소기업지원법을 도입하는 등 최근 중소기업 육성에 대
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UAE는 칼리파 펀드를 통해 기업 규모 및 특징, 대출
시급성 등에 따라 자국 중소기업에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
근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에 신용보증을 전면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
여 운영하고 있다. 기술혁신 제도는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사업화 지원 등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술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집트는 2016년 ‘산업 및 무역 개발전략 2016~2020’ 발표를 통해 중소기
업 육성에 대한 6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듬해 4월에는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전담 기관을 설립하였다. 최근 이집트 정부는 투자법 개
정을 통한 스타트업 혜택 강화, 원스톱샵 및 온라인 등록서비스 이용 지역 확장
등 창업 활성화에 대해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정책은 다른 세 나라에 비해 다소 미흡해 보인다. 이집트는 중소기
업 관련 정부 기관의 역량 강화, 중소기업 고용 창출 등의 부문에서 캐나다 정
부와 총 4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튀니지는 2017년 12월 기존 산업부를 산업중소기업부로 개편하고 동 부처
내에 중소기업 관련 부서를 신설하였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11개
의 테크노파크, 15개의 사이버 파크를 운영하는 등 클러스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비닥 프로그램’ 등의 산학 연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창
업 활성화 정책으로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조성,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4월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마련되
었다. 또한 튀니지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 및 기술 지원 등의 부문에서 최근 EU
및 독일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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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중소기업 육성 관련 국가별 중점 추진정책 및 제도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 2016년 ‘사우디
∙ 2016년 ‘산업 및
비전 2030’ 등을 ∙ 2015년 11월 자국 무역 개발전략
관련 국가계획 통해 중소기업 부문 중소기업 부문
2016~2020’을
발표
목표치와 기술혁신 통해 중소기업
목표치 및 관련
등 세부전략 발표
이니셔티브 시행
육성을 위한 6대
계획 발표
세부전략 수립

전담 기관 설립 ∙ 2016년 10월
및 부처 개편
중소기업청 설립

금융접근성
확대

∙ 2002년 두바이
∙ 2017년 4월
중소기업청 설립
중소기업개발청
∙ 2007년 6월 칼리파
설립
펀드 설립

튀니지
∙ 2017년 11월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확대’를
경제 활성화를 위한
10대 전략 중
하나로 설정
∙ 2017년 12월 기존
산업부를
산업중소기업부로
개편

∙ 칼리파 펀드,
∙ 사우디산업개발
∙ 중소기업개발청을 ∙ 신용보증공사를
두바이 중소
펀드를 통한
통한 금융 지원
통한 신용보증 지원
기업청을 통한 금융
신용보증 및 제조업
∙ 중소기업 대출
∙ 국영중소기업
지원
부문 기업 금융
규모만큼 상업
은행을 통한 금융
∙ 창업 후 3년 이내
지원(지역별로 대출
은행의 중앙은행
지원(관광업,
기업에 은행
조건 차별화)
의무 예치금을 축소 부동산업 제외)
지급보증 면제

∙ 바디르 프로그램을 ∙ ‘스타트(START)’
통한 기술
등 기술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혁신 촉진
∙ ‘기술이전 및
∙ 두바이 미래
지역화 프로그램’
엑셀러레이터를
운영
통해 기술사업화

∙ 총 11개의
테크노파크,
∙ ‘기술이전 및 혁신
15개의 사이버 파크
센터’, ‘연구개발 및
운영
혁신 프로그램’ 등
∙ ‘모비닥 프로그램
운영
’과 같은 산학 연계
제도 운영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조성 및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 각종 정부 수수료
면제 혜택
∙ 각종 정부 수수료
∙ 킹압둘라 경제도시
면제 혜택 제공
내 스타트업에 대해
5년간 임대료 지원

∙ 원스톱샵, 온라인
∙ 원스톱샵, 온라인
등록서비스 구축 등
등록서비스 구축
기업 설립절차
등을 중심으로 기업
간소화
설립 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
∙ 2017년 6월 투자법
창업지원법 도입
개정을 통해
∙ 18대 전략산업 부문
스타트업 인센티브
창업에 대한 금융
강화
지원

자료: 3장 1~3절의 본문 내용을 요약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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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이집트와 튀니지는 중소
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EU, 캐나다 등과 같은 선진국 정부와 다양한 협력을 추
진해온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실질적으로 추진된 정부간 협력사례가
많지 않았다. 또한 전자는 중소기업 육성 측면에서 창업 활성화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후자는 기술혁신 촉진 부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심을 보이
고 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니지에서는 외국인투자자도 내국
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UAE는 중소기업지원법을 포함한 대부분
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자국민 100% 소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는 점이 다른 국가와 상이하였다.107)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동 국가들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사례를 토대로 정부
간 및 기업간 협력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소기업 육
성에 관한 정책 경험 및 노하우 공유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최근 중동 4개국은 관련 국가 계획을 발표하거나 전담 기관을 설립함
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지원 체계 및 정책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육성
에 대해 비교적 오랜 시간 정책적 관심을 가져왔고 최근에는 중소기업청을 중
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개편한 경험도 갖고 있다. 이러한 정책 경험의 공유사업
을 통해 중동 국가들과의 교류 접점을 확대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동 진출 희망 기업은 현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동 4개국 정부는 자국 창업 활성화를 위
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조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UAE는
최근 인큐베이터 내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인큐베이터를 통
한 진출은 현지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지 인적 네트워
107)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니지의 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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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및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다. 더불어 우리나라 정
부는 인큐베이터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활용하여 양국 인큐베이터간 협력
체계 구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큐베이터간 교류 행사 개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호 정보 공유,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 등의 협력사업을 통해
양국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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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환경 및 애로요인 분석

1.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동향
2.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및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
3. 중동 진출 애로요인과 지원정책
수요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분석
4. 시사점

1.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동향
가. 수출
중동지역은 국내 기업의 4대 수출 대상 지역으로서 신흥국 중에서는 아시아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높다. 2013~17년 누적액 기준 한국의 대중동 수출 규모
는 1,604억 달러인데, 중동지역은 이 중 5.9%를 차지한다(그림 4-1 참고). 국
내 중소기업의 수출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중동은 여전히 4대 수출 지역이
며, 그 비중은 6.4%에 이른다(그림 4-2 참고). 개별 국가별로 수출시장 순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20대 수출국 중에는 UAE(6위), 이란(7위), 사우디아라
비아(8위), 이집트(20위) 등이 포함된다.108)

그림 4-1. 국내 총수출의 지역별 비중
(단위: %)

주: 1) 2013~17년 누적액 기준.
2) 중동에 포함된 국가: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UAE,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 통계DB 검색, 조사별 통계, 중소중견기업수출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10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 통계DB 검색, 조사별 통계, 중소중견기업수출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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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국내 중소기업 수출의 지역별 비중
(단위: %)

주: 2013~17년 누적액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 통계DB 검색, 조사별 통계, 중소중견기업수출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또한 중동은 지역별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2013~17년) 누적액 기준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은 18.4%인데,109)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중동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난다. 중동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큰 지역은 아시아로
20.1%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4-3 참고). 결국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수출 규
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역할이 큰 지역이
중동임을 알 수 있다(그림 4-4 참고).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수출은 국제유가가 하락한 2014년 이후 대기업보
다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 폭을 보였다. 대기업의 대중동 수출은 2013년 251억
달러에서 2014년 2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8.7% 증가하였으나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2017년에는 184억 달러로 줄어들었다(그림 4-5 참고). 반
면 중소기업의 대중동 수출도 유사한 패턴으로 감소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그

10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 통계DB 검색, 조사별 통계, 중소중견기업수출통계(온라인 자료, 검
색일: 201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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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지역별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 비중
(단위: %)

주: 2013~17년 누적액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 통계DB 검색, 조사별 통계, 중소중견기업수출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그림 4-4. 지역별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액
(단위: 십억 달러)

주: 2013~17년 누적액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 통계DB 검색, 조사별 통계, 중소중견기업수출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폭은 크지 않았다. 즉 2014~17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대기업
이 –9.4%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은 –5.8%를 나타냈다. 이는 중동지역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이 대기업보다 유가 변동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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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연도별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대중동 수출액 추이(2013~17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 통계DB 검색, 조사별 통계, 중소중견기업수출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그림 4-6. 국내 전체 기업의 중동 국가별 수출액 추이(2013~17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 통계DB 검색, 조사별 통계, 중소중견기업수출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기업의 대중동 주요 수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등의 산유국
과 이집트와 같이 큰 내수시장을 가진 국가인데(그림 4-6 참고), 중소기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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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중동 국가별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액 비교
(단위: 십억 달러)

주: 2013~17년 누적액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 통계DB 검색, 조사별 통계, 중소중견기업수출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요 수출 대상국도 대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4-7 참고). 그러
나 최근 5개년(2013~17년) 누적액 기준으로 대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로의 수출이 많은 반면 중소기업은 이란의 수출이 가장 많았다.

나. 해외직접투자
중동지역은 국내 해외직접투자(투자금액 기준)에서 아프리카 다음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지난 5년간(2013~17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
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북미, 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에 대한 투자는 증가한 반
면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등 비중이 낮은 국가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중동에 대한 투자액은 2013년 4.1억 달러에서 2014년 12.2억 달러로
3배가량 급증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8억 달러로 떨어졌
다(그림 4-8 참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동지역이 차지

98 •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ㆍ중동 협력 확대방안

그림 4-8. 우리나라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2013~17년)
(단위: 백만 달러)

주: 중동 포함된 국가: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UAE,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조회, 해외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하는 비중은 2013년 1.3%에서 2015년에는 5.3%로 확대된 뒤 2017년에는
1.8%대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대중동 해외직접투자 감소세는 저유가로 인한
주요 산유국의 경기 둔화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건설투자 활동 위
축, 에너지 보조금 축소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 등으로 중동지
역에 대한 투자 유입 규모 자체가 감소한 뒤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으나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누적액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14.3%로 대기업(81.7%)보다 상당히 낮다.110) 그러나 2013
년 9.0%였던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2017년에는 17.1%로 증가하
였다(그림 4-9 참고). 반면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크지
않고, 더욱이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누적액 기준 우
리나라의 대중동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한 비중은 2.3%에 불과했
다.111)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중동 해외직접투자 총액에서 5.6%를 차
11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조회, 해외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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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국내 중소기업의 전 세계 및 중동 해외직접투자 비중 추이(2013~17년)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조회, 해외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지했던 중소기업 비중은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7년에는 소폭 반
등하였으나 그 비중은 2.4%에 그쳤다(그림 4-10 참고).
투자 부문을 살펴보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중동 산유국의 건설 부
그림 4-10.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중동 해외직접투자 추이(2013~17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조회, 해외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11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조회, 해외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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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국내 대기업의 중동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단위: %)

주: 2013~17년 누적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조회, 해외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문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은 중동 산유국 중에서
도 사우디아라비아(76.2%)에 주로 진출하였다(그림 4-11 참고). 업종별로는
건설업(67.0%)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으며, 광업이 11.9%로 그다음으로 높
그림 4-12.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단위: %)

주: 2013~17년 누적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조회, 해외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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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국내 대기업의 업종별 대중동 해외직접투자 비중
(단위: %)

주: 2013~17년 누적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조회, 해외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은 비중을 보였다(그림 4-13 참고). 국내 중소기업은 중동 내 사업환경이 우수
하고 상대적으로 비석유 부문이 발달한 UAE(32.8%)에 가장 많이 투자하였으
며, 업종 중에서는 건설업(37.3%)과 부동산 및 임대업(32.3%)에 대한 투자 비
그림 4-14. 국내 중소기업의 업종별 대중동 해외직접투자 비중
(단위: %)

주: 2013~17년 누적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조회, 해외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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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국내 대기업의 중동 진출형태별 비중
(단위: %)

주: 2013~17년 신고건수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조회, 해외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중이 높았다(그림 4-12, 4-14 참고).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진출형태별로는 현지법인, 투자형태별로는 합
작투자를 통한 대중동 진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의 중동 진출형태에
서 현지법인 비중이 46.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지점(44.7%)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5 참고).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지법인 형태의 대중
동 진출 비중이 56.2%로 가장 높았으며, 지점 비중은 32.8%로 대기업보다 낮
았다(그림 4-16 참고). 그리고 중동 진출기업의 투자형태를 살펴보면, 합작투
자 비중이 대기업 78.7%, 중소기업 67.3%로 단독투자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
났다(그림 4-17, 4-18 참고). 이는 국내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GCC 국가
대부분에서 기업 설립 시 현지 국적 기업의 보유 지분 비중을 51% 이상으로 규
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소기업은 투자 리스크 및 비용이 상
대적으로 적고 100%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지대(free zone)에 대한 진출
선호가 높아 중소기업의 단독투자 비중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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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형태별 비중
(단위: %)

주: 2013~17년 신고건수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조회, 해외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그림 4-17. 국내 대기업의 중동 투자형태별 비중
(단위: %)

주: 2013~17년 신고건수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조회, 해외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중동지역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이 가장 많은 UAE, 사우
디아라비아, 이집트 3개국에 대한 투자 부문을 살펴보면, UAE와 이집트에서
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건설업이 가장 높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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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투자형태별 비중
(단위: %)

주: 2013~17년 신고건수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조회, 해외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을 차지하였다. 2013~17년 누적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중소기업
은 최대 투자국인 UAE에 총 3,741만 달러를 투자하였다(그림 4-19 참고). 그
그림 4-19.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주요 국가별,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주: 2013~17년 누적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조회, 해외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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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및 전 세계 해외건설 수주 추이(2013~17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수주통계, 순위별 현황(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25).

리고 UAE에 대한 업종별 투자에서 제조업(1,746만 달러), 출판, 영상, 방송통
신 및 정보서비스 부문(1,017만 달러) 등과 같은 비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
이 높았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
(2,842만 달러) 중 82.7%인 2,351만 달러가 건설업에 집중되었다. 중동 비산
유국 중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큰 이집트는 투자액 중 제조업 비중이 91.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 해외건설 수주
국내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2015년 이후 증가하고 있지만,
중동지역에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2013~17년) 평균 우
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중 중소기업 비중은 약 1.2%로 상당히 낮은데,112) 중동
지역에서의 중소기업 수주 비중은 그보다도 더 낮은 0.5%를 기록했다.113) 중
112)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수주통계, 순위별 현황(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25).
113)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수주통계, 순위별 현황(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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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국내 대기업의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 비중
(단위: %)

주: 2013~17년 누적액 기준.
자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수주통계, 순위별 현황(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25).

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2013~15년 감소하다 이후부터는 반등하여
2017년에는 74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전체 수주 대비 비중도 2.6%로 늘어났
다(그림 4-20 참고). 반면 중동에서 중소기업이 수주한 규모는 2014년 이후
그림 4-22. 국내 중소기업의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 비중
(단위: %)

주: 2013~17년 누적액 기준.
자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수주통계, 순위별 현황(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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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국내 대기업의 공종별 대중동 해외건설 수주 비중
(단위: %)

주: 2013~17년 누적액 기준.
자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수주통계, 순위별 현황(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25).

증가하여 2016년 11.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오히려 감소하였
으며, 그 비중도 중동지역 수주액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은 투자 단위가 크지 않은 건축 및 용역 등의 소규모사업에 참
그림 4-24. 국내 중소기업의 공종별 대중동 해외건설 수주 비중
(단위: %)

주: 2013~17년 누적액 기준.
자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수주통계, 순위별 현황(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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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중동 국가별 해외건설 수주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주: 2013~17년 누적액 기준.
자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수주통계, 순위별 현황(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25).

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적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대기업은 주로 산업설비(65.0%) 및 토목(18.7%) 등과 같은 대규
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부문에서 수주한 반면 국내 중소기업은 건축(32.3%), 용
역(23.6%) 등에 대한 수주 비중이 높았다(그림 4-21, 그림 4-22 참고). 그리고
이와 같은 특성은 중동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은 중동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 산업설비(75.1%)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소기
업의 수주는 건축(33.2%)과 용역(31.2%)과 같은 공종에 집중되었다(그림
4-23, 그림 4-24 참고). 중동지역에서 국내 대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는 주로 사
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라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에도 UAE,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을 중심으로 수주를 많이 한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4-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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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및 한ㆍ중동 중소
기업 협력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주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를 포함하여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예산(2017년 기준)은 총
16.6조 원이다(그림 4-26 참고). 이를 금융, 기술, 인력, 경영, 창업, 내수, 수
출 등으로 구분해보면, 직접적으로 해외진출과 관련된 수출 부문의 예산은
6,317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3.8%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은
2015년이나 2016년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국내 중소기업
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실질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투자를 통한 진출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수출지원사업
규모는 총 1,784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약 1만 5,000개 이상의 기업이 지원 대
그림 4-26. 중소기업 육성사업별 지원 예산 추이(2015~17년)
(단위: 억 원(좌), %(우))

자료: 중소기업청(201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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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다(표 4-1 참고).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된 사업은 수출성공 패키지사업으
로 총 499억 원이 배정되었고, 이는 2,100개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이다.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은 몇 가지 특성을 보인다. 먼저, 신시장
수출 확대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을 통한 수출 확대 지원정책이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오픈마
켓 입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도 증가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전자상거래 관련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2016년
53억 원에서 2017년 99억 원, 2018년에는 139억 원으로 늘려나가고 있
다.114) 또한 높은 성장 잠재력과 해외시장 진출 의지를 가진 중소기업을 글로
벌 시장개척전문기업(Global Market Developer)으로 선정하여 신흥시장으
로의 수출이 성사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115)
둘째,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수출 바우처사업을 도입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116) 즉 수요자
의 필요에 따라 지원 기관 및 사업의 선택 폭을 확대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해외 거점사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코트라는 10개의 지역본
부 및 126개의 해외 무역관 운영을 통해 국가별 산업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시
장 진출 및 수출 확대와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다.1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 중국, 아시아(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중동 등에 해외 지사를

114)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2016. 12. 2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14).
115)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2016. 12. 2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14).
116)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2016. 12. 2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
117) KOTRA, 공사안내, 조직안내, 해외 무역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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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구분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수출성공패키지

499

지원
한도

지원
조건

지원대상

2,100

최대
3,000만 원

50~
70%

내수 및 수출
100만 달러 미만기업

50~
70%

최근 4년 고용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기업)
10% 이상 증가한 기업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

290

580

최대
1억 원

아시아
하이웨이

150

300

최대
1억 원

50~
70%

중국 또는 아세안 지역 진출
추진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

200

-

-

전년도 직전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혁신형기업은
100만 달러 이상)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 마케팅

100

200

최대
1억 원

50~
70%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중소기업

단체 바우처전시회

60

1,000

최대
1,100만 원

50%

중소기업

무역
촉진단

86

1,500

최대
1,100만 원

50%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60

600
(30개
컨소시엄)

최대
2.5억 원

70%

중소기업, 초기중견기업

업종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10

750

회당
1억 원

80%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79

1,100

최대
2,500만 원

60%

중소기업, 초기중견기업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

15

200

-

50%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지원

139

3,290

최대
700만 원

70,
90%

중소기업

GMD(글로벌시장개척
전문기업)

34

200

최대
2,000만 원

70%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07

1,000

최대 1억 원

50~
70%

전년도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

수출인큐베이터

98

302

-

50,
80%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지원

38

1,729

최대
500만 원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교류 촉진

19

250

-

-

신흥시장 기술이전 통한
투자 희망 기업

1,784

15,051

수출
지원
기반
활용
(5)

일반
회계
(13)

중소
기업
해외
진출
지원
(8)

중진
기금
(3)

예산 지원 규모
(억 원)
(개사)

합 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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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마케팅, 물류, 바이어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18) 중소기
업진흥공단은 세계 주요 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현지
사업 공간을 마련하여 해외진출 초기 단계 기업의 조기 정착을 돕고 있다.119)

나.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대중동 중소기업 협력은 주로 GCC 국가들과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이후 체결된 대중동 중소기업 협력 관련 양해각서 또
는 협약서 13건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국가들
과 체결한 것이 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4-2 참고). 이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GCC 국가들이 경제다각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정
책 목표로 두면서 중소기업 육성 경험이 많은 한국을 주요 협력대상국으로 삼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2]에 나온 중소기업 협력 관련 주요 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 R&D,
기술협력, 금융지원, 현지 인력의 연수 기회 제공, 정책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기술 이전 및 합작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
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양자간 협정
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ㆍ중동
정상 및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논의된 협력 의제가 협정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협력 모델이 구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정보공유, 양
국 정부간 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1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사업, 수출진흥(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15).
119)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수출인큐베이터(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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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주요 한ㆍ중동 협정
연도

2015. 3. 3

한국기관

체결국 및 기관

미래창조
과학부

한ㆍ사우디아라비아 간 창조경제 관련 협력 추진을
위한 협력약정
- 혁신센터, 연구개발 등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 발굴
사우디아라비아
및 추진
과학기술처
- 기술인력,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등의 상호 방문
및 관련 행사(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등 인적 자원
교류

체결 협정 및 주요 내용

카타르
QSTP(Qatar
Science &
Technology
Park)

한ㆍ카타르 산업기술 협력 의향서
- 카타르 수요 기술을 제안받아 국내 산학연 연계
및 기술 개발 추진
- 카타르 공무원, 연구원 등 대상 국가 기술 개발
전략 로드맵, 중소기업 발전전략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를 통해 양국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
간의 관계 강화
- 카타르 기업, 연구소 등 간 합의된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멘토링 프로그램 시행

카타르
개발은행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 양국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및 지원을 위한 금융
상품 노하우 공유
- 제3국 진출 시 두 기관의 공동 금융지원
- 카타르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금융지원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이란
기술혁신청

한ㆍ이란 산업기술협력 양해각서
- 우선협력 기술 분야 지정, 이란 중소중견기업의
생산현장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기술지도
- 시제품 제작 등 양국 기업 간 공동 R&D 추진 시
양측은 자국 기업을 각각 지원하는 공동 분담방식으
로 추진

2015. 5. 18

중소기업청

쿠웨이트
중소기업펀드

2016. 5. 5

산업통상자원부

이집트
통상산업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 워킹그룹 설치 의향서
- 섬유, 정보기술(IT) 및 부품 분야 인력교류,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

이집트
국제협력부

중소기업 협력 업무협약서
- 중소기업 정책 내용, 경험, 기업 사례 등 관련 정보
공유
- 소상공인 해외진출 관련 협력, 온라인 무역도 활성화
- 공동연구, 기술이전, 마케팅 협력, 조인트벤처 설립,
교류행사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

2015. 3. 8

2015. 3. 9

2016. 5. 2

2016. 6. 16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한국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청

양국간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
- 양국간 중소기업 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 중소기업 정책정보 교류
- 양국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발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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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연도

2017. 3. 7

2017. 3. 25

한국기관

체결국 및 기관

체결 협정 및 주요 내용

중소기업청

중소ㆍ중견기업 분야 협력 양해각서
- 중소기업 간 교역 증진을 위한 업무사절단 파견, 공동
협력을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
사우디아라비아
-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교환 및 방문 장려, 각종
중소기업청
행사 정보 제공
- 국민총생산에서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협력 강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및 혁신 양해각서
- 공공기관/민간기업 간 중소기업 공동 프로젝트 수행,
정책 등 정보교환 및 관련 실무협의, 혁신/창업 협력,
세미나 개최
- 중소기업 무역촉진 관련 규제 완화, 청년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기술 전수 협력 증진

UAE 연방
경제부

한ㆍ사우디 비전 2030 협력 추진을 위한 협력각서(MOC)
의 5대 협력 의제 중 하나로 중소기업 포함
사우디아라비아 - 양국 중소기업 간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금융지원
2017. 10. 26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 강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공유
경제기획부
- 중소기업 비즈니스 매칭 확대,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
진단 및 교육 협력
UAE 샤르자
경제개발부
(SEDD)

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을 위한 협약서
- 상호 정보 제공
- 무역 증진정책 프로그램 전수
- 무역 정보 공유, 전시회, 세미나 공동 개최

2018. 3. 25

중소기업
진흥공단

2018. 3. 26

중소기업
진흥공단

UAE 두바이
업무협약서
제벨알리
- 양국 기업 간 합작투자, 기술제휴 등 협력 지원
자유무역지역청
- 직원파견 및 정보 제공, 입주기업 편의 제공
(JAFZA)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 양해각서 개정
- 현지기업 설립 관련 정보와 세금 감면 등 양국 간
튀니지
중소벤처기업 협력 강화
산업혁신진흥청 - 양국간 투자와 기술이전 촉진
(APII)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와 튀니지 산업
혁신진흥청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네트워크 간 프
로그램 공유 등

2018. 4. 23

자료: 경제외교 활용포털, 경제외교성과, 성과 모아보기, 합의내용(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20); 주사우디아라비아대
한민국대사관(2015. 3. 4), 보도자료(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1); 중소벤처기업부(2017. 3. 7), 보도자료(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6. 28);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2018. 3. 25), 보도자료(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6. 28); 산업통상자원부(2017. 10. 26), 보도자료(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20); 중소기업청(2016. 6. 17),
보도자료(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20); 산업통상자원부(2016. 5. 7), 보도자료(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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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동 진출 애로요인과 지원정책 수요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개요
중동지역의 사업환경과 국내 기업의 진출 애로요인, 우리 정부에 대한 지원
정책 요청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중동지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
행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코트라가 제공하는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터리에
서 이메일 및 전화 연락이 가능한 중동지역 진출기업과 디렉터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중동지역으로의 현지 진출 또는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이다.120)
설문조사를 요청한 기업은 총 259개이며, 이 중 30개 기업이 회신하여 11.6%
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로 약 5개월
이며, 구글의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설문은 총 3개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진출 국가, 기업 규모, 업종 등 중동 진출과 관련
된 일반적인 내용이다. 두 번째는 해당 기업이 생각하는 중동지역의 사업환경
과 진출 애로요인에 대한 부분이며,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한 질문을 담았다.

나. 설문조사 응답기업의 중동 진출 개요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진출 국가를 살펴보면, UAE에 진출한 기업 비중
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두 번째로 높은 23.3%를 기록
하였다(그림 4-27 참고).121) 기업 규모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40.0%, 중견기

120)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셋, 파일데이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터리 DB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6).
121) 이하 구체적인 수치는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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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설문응답 기업의 주요 진출 중동 국가
(단위: %)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업 및 대기업이 55.3%, 개인이 6.7%를 차지하였다(그림 4-28 참고). 중동 진
출 시기는 2000년대 이후(93.4%)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5년(2013년
이후) 이내에 진출한 기업 비중은 40.0%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진출형태 중
현지법인이 46.7%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기업의 비중
그림 4-28. 설문응답 기업의 규모
(단위: %)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제4장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환경 및 애로요인 분석 • 117

그림 4-29. 설문응답 기업의 진출 형태
(단위: %)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26.7%)이 두 번째로 높았다(그림 4-29 참고). 응답기업의 업종 구성을 살펴보
면, 제조업 비중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16.7%)이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그림 4-30 참고).122) 국내 기업이 중동지역에 진출한 동기는 내
그림 4-30. 설문응답 기업의 진출 업종
(단위: %)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122) 응답기업과 국내 기업의 주요 수출 및 직접투자 지역 통계 결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응답기업
중 중소기업 및 비건설 부문 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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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설문응답 기업의 중동 진출 동기
(단위: %)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수시장 진출이 60.5%로 가장 높았고, 현지기업과의 제휴도 18.6%를 차지하였
다(그림 4-31 참고). 또한 현지에 직접 진출한 기업의 진출 국가 선정 배경에
대해서는 크고 유망한 지역 시장(29.2%)을 선택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인프라
와 주변국과의 접근성을 선택한 기업 비중도 각각 18.8%, 16.7%인 것으로 나
타났다(그림 4-32 참고).
그림 4-32. 설문응답 기업의 현지 사업장 선정 이유
(단위: %)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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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동지역의 사업환경과 진출 애로요인
중동에 진출한 기업은 현지의 사업환경이 다른 신흥국보다 호의적이지 않으
나 개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중동지역의 상대적인 사업환경에
대한 질문에 53.3%가 다른 신흥국과 비교했을 때 좋지 않다(열악하거나 매우
열악하다고 응답한 비중)는 반응을 보였으며, 긍정적인 응답은 16.7%에 그쳤
다(그림 4-33 참고). 중동지역의 사업환경 중 우수한 부문으로는 물류(16.7%),
임금 수준(14.8%)을 선택한 기업이 많았다(그림 4-35 참고). 사업환경 중 열악
한 부문으로는 행정 처리(21.4%)와 규제(16.7%)를 지목한 기업 비중이 높았다
(그림 4-36 참고). 한편 중동지역의 사업환경 개선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긍정
적이었다. 전체 응답기업 중 46.7%가 개선 및 매우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고 부
정적인 전망은 23.3%(낮다 및 매우 낮다를 선택한 기업)로 긍정적 응답의 절반
에 불과했다(그림 4-34 참고). 이는 응답기업의 진출이 많은 GCC 국가들이 최
근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도를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3. 설문응답 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사업환경 평가
(단위: %)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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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설문응답 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사업환경 개선 가능성
(단위: %)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중동 진출기업의 애로요인은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기업과 다른 양상을 보였
다. 중동 진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기업의 31.0%가 사업 관련 주요 애로
요인으로 현지 법규 및 상관행 등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꼽았으며, 15.5%가 현지
제휴 및 합작투자 파트너 발굴 곤란을 지목하였다(그림 4-37 참고). 반면 전세
그림 4-35. 설문응답 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사업환경 중 우수한 부문
(단위: %)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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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설문응답 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사업환경 중 열악한 부문
(단위: %)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4-37.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요인 비교
(단위: %)

주: ‘중동’은 30개의 중동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저자가 실행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이며, ‘전 세계’는 2018년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482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자료: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2018. 4. 23), 보도자료(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23);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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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구매선 및 바이어 발굴 역량 부족(23.6%)과 소비 트렌드, 시장 규모 등 해외시
장에 대한 정보 부족(16.3%)을 선택한 기업 비중이 높았다. 이는 중동 진출기
업들이 타 지역 진출기업보다 진출지역 고유의 사업환경 및 제도적 차이로 인
한 애로요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동지역에 존재하는 가장 큰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스폰서 제도(30.0%)와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23.3%) 및 상거래 관행(23.3%)을 지목한 기업 비중이
높았다(그림 4-38 참고). GCC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법인 설립 및 취업 시 현
지인이나 현지기업을 스폰서로 지정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123) 또한 각종
행정 증명 및 정부 허가 취득에 스폰서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스폰서는
각종 사업 진행에 대한 지원의 대가로 수수료 형태의 수입을 얻는다. 그러나 수
수료 지급 시점 및 방법, 투자 수익에 대한 분배, 의사결정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스폰서에 의해 악용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
다.124) 결국 중동지역에서는 현지에서 적절한 스폰서를 찾는 것과 해당 스폰서
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125) 하지만 중동 진출기업들은 스폰서 및 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는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규모 및 업종별로 자국민 고용 비율을 정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혜
택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지연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제도
이다.126) 그러나 생산성이 높지 않은 현지 노동자의 고용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비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중동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현지에서 사업과 관련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대
부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민간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123) 자유지대(free zones)에서는 100% 외국인 지분 취득이 가능해 스폰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24) UAE 진출 한국기업 E사 관계자 인터뷰(2018. 9. 19, UAE 두바이).
125) UAE 진출 한국기업 E사 관계자 인터뷰(2018. 9. 19, UAE 두바이).
126) 중동 진출 한국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중동진출기업간담회, 2018. 8. 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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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설문응답 기업이 느끼는 중동 고유의 애로요인
(단위: %)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지 진출과 관련한 애로요인 해결방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70.0%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13.3%는 현지 법무법인, 컨설팅 회사 등을 활용한다고 대답
하였다(그림 4-39 참고). 반면 응답기업의 16.7%만이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
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9. 설문응답 기업의 애로요인 해결 방법
(단위: %)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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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부 지원정책 만족도 및 개선 요청 사항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 절반 이상이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상당수는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절반인 50.0%가 잘 알지 못했고 6.7%는 전
혀 모른다고 응답했다(그림 4-40 참고). 그리고 전체 응답기업 중 20.0%만이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80.0%는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그림
4-41 참고).
우리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우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 중
‘만족한다’를 선택한 기업은 16.7%에 불과했다(그림 4-42 참고). 반면 만족하
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그 두 배에 달하는 33.3%를 차지하였다. 우리 정부
의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주로 복잡한 지원
절차 및 요건(23.3%)과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정책(23.3%)을 주요 요인으로 지
목하였다(그림 4-43 참고). 이외에도 지원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일
그림 4-40. 설문응답 기업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 인지 여부
(단위: %)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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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설문응답 기업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 활용 여부
(단위: %)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4-42. 설문응답 기업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 만족도
(단위: %)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원화되지 못한 지원 창구로 인해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각각 20.0%, 13.3%를 차지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중동 진출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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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설문응답 기업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 중 불만족스러운 부문
(단위: %)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으로 무역금융과 보험의 지원 조건 완화 및 지원 확대(21.7%), 중소기업 해외진
출 시 자금지원 확대(16.7%) 등과 같은 금융지원을 요청한 기업 비중이 가장 높
았다(그림 4-44 참고). 중동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의 간담회에서도 금융 지원
시 절차 및 요건 완화, 지원 금액 증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였
그림 4-44. 설문응답 기업의 중동 진출 관련 정부 지원 요청 정책
(단위: %)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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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7) 국내 기업이 해외사업 수주 및 수출과 관련해 국내 금융기관의 보증이
필요하여 이와 관련한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많고, 지원
받는 금액도 적다고 느끼고 있었다.128) UAE에 진출한 기업들과의 인터뷰에서
도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부터의 보증 확대라는 의견이 많았다.129) 특히 중소 건설기
업이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발주처는 선수금환급보증서(Advance
payment bond), 계약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등을 요구한다. 하지
만 신용도가 낮고, 프로젝트 수행 경험도 적은 중소기업이 진출국 현지 은행 및
우리나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보증서를 받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국내
수출신용기관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요청 기업의 신용도, 재무 상태, 사업 수
행 경험 등을 보증서 발급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검토하기 때문이다.130)
설문응답기업 중 현지 투자여건(16.7%), 해외시장(11.7%)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된 지원 확대를 요청한 기업 비중도 높았다(그림 4-44 참고). UAE
를 포함한 중동 진출기업들은 현지의 사업환경, 제도, 각종 법규, 드러나지 않
은 관행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해외진출 지원 기관에서
현지 사업환경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이에 대해 해당 정보
가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책 및 규제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131)
특히 현지 진출기업들은 앞에서 언급한 스폰서 제도, 의무고용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다.132)
127) 중동 진출 한국기업 A사, B사, C사, D사 관계자 인터뷰(중동진출기업간담회, 2018. 8. 3, 서울).
128) 중동 진출 한국기업 A사, B사, C사 관계자 인터뷰(중동진출기업간담회, 2018. 8. 3, 서울).
129) UAE 진출 한국기업 A사, C사 관계자 인터뷰(2018. 9. 18, UAE 두바이); UAE 진출 한국기업 D사,
E사 관계자 인터뷰(2018. 9. 19, UAE 두바이).
130) UAE 진출 한국기업 A사, B사, C사 관계자 인터뷰(2018. 9. 18, UAE 두바이).
131) 중동 진출 한국기업 D사 관계자 인터뷰(중동진출기업간담회, 2018. 8. 3, 서울); UAE 진출 한국기
업 A사, B사, C사 관계자 인터뷰(2018. 9. 18, UAE 두바이); UAE 진출 한국기업 D사, E사 관계자
인터뷰(2018. 9. 19, UAE 두바이).
132) UAE 진출 한국기업 C사 관계자 인터뷰(2018. 9. 18, UAE 두바이), UAE 진출 한국기업 D사 관계자
인터뷰(2018. 9. 19, UAE 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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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본 장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동향과 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은 주로 수출을 통해 이루어
졌고 전체 수출시장에서의 비중은 지난 5개년간(2013~17년) 누적액 기준 6.4%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 부문에서는 그에 크게 못 미쳤다. 국
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해외직접투자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크지 않
고 최근 저유가 기조로 중동지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낮
았다. 주요 투자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산유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지역에서의 해외건설 수주도 지난 5개년간 기준 중소기업의 비중은 0.5%
에 불과했다. 그리고 주요 수주 공종도 건축, 용역 등에 집중되었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정책도 현지 투자 진출보다는 수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현재 중소기업의 투자 진출 역량이 부족한 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향후에는 중소기업의 투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정책을 늘려야 할 것이다.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
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양국간 교역 확대 이외에 공동 R&D, 기술협력, 금융지
원, 인적 교류, 정책 공유 등 다각화되었고, 최근에는 기술 이전 및 합작 투자
등을 기반으로 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중동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 튀니지 및 UAE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중동 진출 시 나타나는 애로요인과 지원정책 수요에 대해 분석
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동지역이 다른 신흥시장에 비해 사업환경이 좋지 않으
며, 특히 행정 처리, 규제 관련 제도 등과 같은 부분이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었
다. 특히 스폰서 제도,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현지
경영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대해 중동 진출기업들은 금융지원 확
대, 현지 경영 및 제도환경에 대한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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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본 장에서의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동 진출은 더 이상 수출에만 머무를 수 없고 현지법인이나 합작투자법
인 설립 등 투자를 동반한 진출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내 기업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GCC 국가들도 기술이전, 제조공장 설립 등 실질적으로 자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형태의 협력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은 지나치게 수출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현지 정부 및 국내
중소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한 금융지원정책을
더욱 크게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지난 2010년대 중반 이후 협력 의제로 많이 등장한 중소기업 협력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중동 주요 국가들과의 중소기업 협력 관련 MOU 등에
포함된 합의내용을 구체화된 사업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우
리나라는 중소기업 육성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정부간 협력사업
을 긴밀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동지역의 사업환경 및 제도와 관련된 정보의 질을 높이는 것
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및 기업간담회에서도 기업들은 현지 사업환경 및 관행,
제도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현재 다양한 공공기
관을 통해 현지 사업정보가 공유되고 있지만 중동 진출기업의 입장에서는 만족
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현지 정부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규제사항 등을 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UAE에 파견된 보건복지부의 보사관, 보건산업진흥
원의 지사장, 현지 진출한 보건의료 관련 기업의 법인장 등은 현지에서 ‘보건산
업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현지 법률과 제도를 함께 연구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간 멘토링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133)
동 협의체에는 정부 및 유관기관이 포함되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 및 정부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관련 부처가 직접 듣고 이에 대한 조치를
133) UAE 진출 한국기업 D사 관계자 인터뷰(2018. 9. 19, UAE 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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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 수도 있었다. 중동지역과 같이 국제관행이 아닌 현지 고유의 제도 및 관습
이 중요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민관합동 협의체가 기진출기업의 노하우 공유 및
정부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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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결과 및 시사점 요약
2. 부문별 지원방안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요약
2장에서는 중동 각국이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경제적 배경과 중
소기업 현황 및 특징, 육성환경 등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의 육성 필요성은
2014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대응전략 차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경제다각화 및 민간
부문 육성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현안 과제로 지적되면서 중소기업의 중
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특히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육성은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지식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중동지역 중소기업은 GDP 기여도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 면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육성환경은 향후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기업환경평가, 글로벌경쟁력지수, 글로벌혁신지수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
반적인 기업환경과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조
달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튀니지 등 4개국을 중심으로 중
소기업 육성전략과 그와 관련된 주요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고 정부간 협력사례
를 살펴보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중소기
업 육성 비전 및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밝히는 한편 중소기업청의 설립, 사우디
산업개발펀드를 활용한 금융지원 확대, 기술인큐베이터, 기술이전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UAE는 2014년 도입한
중소기업지원법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조세 감면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칼리파 펀드의 역할이 커
지고 있다. 또한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지
원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집트는 최근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에 중소기업개발청(MSMEDA)을 설립하고 금융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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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집트 투자청(GAFI)은 스타트업
지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운영 등의 업무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튀니지는 2017년 12월 기존 산업부를 산업중소기업부로 개편하면서 중소기
업국을 신설하고, 2018년 4월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도입함으로써 2020
년까지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를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
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부의 산업혁신청(APII)은 연구개발 활동
지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무부 산하의
국영중소기업은행(BFPME)은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테
크노파크를 조성하고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
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4장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동향 및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설문조
사를 통해 중동 진출의 애로요인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중동은 지역별 중
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이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수출액 변동
폭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이란,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이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해외직
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주요 투자 대상국은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집트이며, 업종별로는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비중이
가장 컸다. 국내 중동 진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설문조사 결과 스폰서 제
도, 자국인 의무고용제도 등 중동지역의 고유한 법규 및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
다. 애로요인의 해결 방식으로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거나 민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정부지원 요청은 16.7%에 불과하
였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수요 측면에서는 무역금융/보험 지원조건
완화, 해외투자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현지 투자여건, 스폰서 제도 등에 대한 요청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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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지원방안
가. 기본 지원 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동 각국 정부들은 경제다각화 및 민간 부문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소기업
육성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진출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 지역간 정책 요인에 주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향후 중소기업 협력은 한국과 중동 국가
들간 지속적인 동반 성장의 토대로서 경제협력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2장부터 4장까지의 사례조사와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동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직접투자와 기술이전
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교역만으로는 경제다각화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이
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
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동 진출형태도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M&A 등을 통한 현지법인 설립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진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자
금조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자금조달 비용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대중동 진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사업을 확충해야 한다. 설문조사에
서 나타난 것처럼 진출기업으로서는 현지 투자여건, 시장환경 등 맞춤형 정보
가 필요하다. 현재 코트라 등을 통해 투자 관련 제도, 법률, 관행 등 다양한 정
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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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소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간 협력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 중소
기업은 앞서 언급했듯이 자금조달, 정보 습득 등 독자적인 해외진출 역량이 부
족할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의 경제 제도나 관습, 기업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한ㆍ중동 간 접촉 기회를 확대하여 서로 다른 경제
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요인
을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나. 금융지원시스템 확충
[그림 5-1]에 나타난 것처럼 국내 기업의 대중동 투자 비중은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 대비 2% 전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ㆍ중동 간 교역 비중이나
중동지역에서의 해외건설 수주 비중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이다(표 1-1 참고).

그림 5-1. 대중동 투자액 추이
(단위: %)

주: 중동 및 북아프리카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조회, 해외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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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동 투자가 저조한 것은 여러 요인을 찾아볼 수 있겠으나 기업의 금융조달 역
량이 부족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
해 금융조달 관련 전문인력이나 활용 가능한 금융 네트워크가 크게 부족하기 때
문에 중소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
나는 중동 진출을 시작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진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중동시장 진출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또는 특정 부
문의 시장조사에 관련된 비용이나 진출 초기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 이로부터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출 초기 현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비
용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에서 현지 주거비, 위험수당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해외진출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
로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과 투자 대상국 중소기업 간 합작투자 또는 M&A가 이루어
질 경우 양국의 중소기업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저리의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정책 담당자 및 금융기관 간 협
의를 통해 투자 지원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투자 플랫폼에서의 양국간 투자 협력은 이익 및 위험의 공유
원칙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투자 평가 및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투자 결정 및 자금조달
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책 담당자, 금융 및 보증기
관, 지원기관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투자가 이루어진 뒤에는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도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물류 등 여건이 양호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공공조달 시스템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마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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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공유시스템 체계화
중동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제 및 시장 구조와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금융, 투자, 노사관계 등 부문별로 서로 다른 제도와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또
한 법제화된 규정이나 제도도 현지 관행에 따라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러한 환경은 중동지역에 익숙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비용과 리스크로 작
용할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도 정보 제공에 대한 응답기업의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코트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
업진흥공단 등 많은 국내 지원기관들이 이러한 기업 수요에 대응하여 해외 시
장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아직도 많은 기업이 정보의 부족을 호소하는 이유는
특정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 및 심도 있는 분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및 투자 정보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역 연구 확대 및 정보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 또한 4장의 현지기업 인터뷰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중동 진출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스폰서 제도에 대해서도 특정 스폰서에 대
한 평판, 스폰서와의 분쟁 사례 등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공유된다면 현지 진
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지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대사관 및 지원기관 등과 협업하여 건설, 보
건, 물류, ICT 등 특정 부문별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들간 투자 여건
및 정보, 분쟁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134) 그러나 현지 진출기업들은
서로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지 대사관 및 지원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심점 역
할을 해서 정보 공유를 유도하고 상이한 기업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134) 전력산업 부문의 기업간 협력시스템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이권형 외(2017), pp. 135~137 참고. 보
건의료 부문 사례에 대해서는 4장 4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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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부간 협력사업 확대
정부간 협력사업은 정부 차원의 협력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적교류사업과 제도개선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인적교류사업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육성 관련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간 상호이해를 심화시켜 지속적인 협력사업의 토대를 만드
는 것이다. 이는 3장 3절의 다양한 정부간 협력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즉 경영
자문서비스 제공, 신기술 관련 세미나 개최, 공동 R&D 네트워크 구축,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및 역량 강화 교육 확대,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발전 경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
적인 만큼 중동 각국의 중소기업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제도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대국
의 투자유치 기관 및 유망 중소기업을 초청하여 국내 중소기업과 직접 투자기
회를 논의하고 자국의 산업다각화에 필요한 기술과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도 고
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중동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중장기 산업발전전
략에 따라 필요한 산업협력의 파트너를 모색하는 것이지만, 국내 기업의 입장
에서는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산업협력의 내용과 새로운 사업기회를 검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양국 기업간 협의 과정에서 금융 및 세제 지원,
통관 절차 간소화 등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사업은 경제협력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협력 파트너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중
소기업은 상대국 기업의 계약조건 미준수, 불공정 거래, 불합리한 규정, 규정의
차별적 적용 등 다양한 어려움을 충분히 호소할 수 있는 시간 및 인적 자원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마땅한 소통 창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기업의 애로요인을 찾아내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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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대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
요한 만큼 양국간 고위급 및 실무급 경협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기업의 애로
요인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간 분쟁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양국간 분쟁
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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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인터뷰 자료]
중동 진출 한국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중동진출기업간담회, 2018. 8. 3, 서울)
중동 진출 한국기업 B사 관계자 인터뷰(중동진출기업간담회, 2018. 8. 3, 서울)
중동 진출 한국기업 C사 관계자 인터뷰(중동진출기업간담회, 2018. 8. 3, 서울)
중동 진출 한국기업 D사 관계자 인터뷰(중동진출기업간담회, 2018. 8. 3, 서울)
튀니지 산업중소기업부 관계자 인터뷰(2018. 2. 21, 튀니지 튀니스).
튀니지 산업중소기업부 관계자 인터뷰(2018. 10. 1, 서면 인터뷰).
튀니지 산업혁신청 관계자 인터뷰(2018. 2. 20, 튀니지 튀니스).
튀니지 국영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 재정지원 은행) 관계자 인터뷰(2018. 2. 22,
튀니지 튀니스).
UAE 두바이 중소기업청 관계자 인터뷰(2018. 9. 19, UAE 두바이).
UAE 연방경제부 관계자 인터뷰(2018. 9. 20, UAE 아부다비).
UAE 진출 한국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2018. 9. 18, UAE 두바이).
UAE 진출 한국기업 B사 관계자 인터뷰(2018. 9. 18, UAE 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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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진출 한국기업 D사 관계자 인터뷰(2018. 9. 19, UAE 두바이).
UAE 진출 한국기업 E사 관계자 인터뷰(2018. 9. 19, UAE 두바이).
UAE 칼리파 펀드 관계자 인터뷰(2018. 9. 20, UAE 아부다비).

[기타]
설문조사(2018. 6 ~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행, 중동 진출 애로요인과 정책
지원 수요에 대한 설문).

참고문헌 • 153

부록

중동 진출 애로요인과 정책지원 수요에 대한 설문

본 설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의 2018년도 연구과제인 ‘중
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ㆍ중동 협력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 애로요인과 정책지원 수요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설문
작성 시 설문자 및 기업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며, 설문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보고서 작성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한 아래 이메일 주소는 설문 발신 및 수신 확인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1. 진출기업 개요
1-1. 귀사가 진출한 국가는?
① 사우디아라비아 ② UAE ③ 카타르 ④ 쿠웨이트 ⑤ 오만 ⑥ 바레인 ⑦ 예멘
⑧ 이라크 ⑨ 이란 ⑩ 이집트 ⑪ 알제리 ⑫ 리비아 ⑬ 튀니지 ⑭ 모로코 ⑮ 레바논
⑯ 요르단 ⑰ 이스라엘 ⑱ 팔레스타인

1-2. 귀사의 해당 국가 진출 연도는?

1-3. 귀사의 기업 규모는?
① 개인
② 중소기업
③ 중견기업
④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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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귀사의 현지 진출 형태는?
① 현지법인
② 지점(지사)
③ 연락사무소
④ 개인
⑤ 상품 및 서비스 수출(현지에 사무소 등을 두지 않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형태)
⑥ 기타(

)

1-5. 현지 진출 시 귀사의 사업 분야는?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

교육서비스업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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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귀사가 제조기업에 해당할 경우 세부 사업 분야는?
1

음료제조업

1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

담배제조업

14

1차금속제조업

3

섬유제품제조업; 의복 제외

1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1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 제외

18

전기장비제조업

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1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21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 제외

22

가구제조업

1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23

기타 제품제조업

1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2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25

기타(

)

1-7. 귀사의 현지 진출 동기는?(복수 응답 가능)
1

현지 내수시장 진출

2

한국 내 인력난 타개

3

제3국 우회 수출

4

원자재ㆍ부품 등 현지 자원 확보

5

부품ㆍ원자재 등 거래기업의 해외 이전

6

인건비, 지가 등 생산요소 비용 절감

7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8

한국 내 규제(환경 등) 회피

9

기타(

)

자료: 곽성일 외(2017), p. 278.

1-8. 귀사가 현재 사업장의 위치를 선정한 이유는?(복수 응답 가능)
1

저렴한 임금

2

원자재ㆍ부품 조달 용이

3

주변국과의 접근성

4

크고 유망한 지역 시장

5

도로, 항만, 통신, 전기 등 양호한 인프라

6

해당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7

기후조건(제품 관련)

8

인근에 한국 업체가 많음

9

기진출 동종업체, 대기업과의 연계

10

기타(

자료: 곽성일 외(2017), p.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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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7년 기준 귀사의 현지 매출액 규모는?
① 10만 달러 미만
② 10만 달러 이상 ~ 100만 달러 미만
③ 100만 달러 이상 ~ 500만 달러 미만
④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
⑤ 1,000만 달러 이상 ~1억 달러 미만
⑥ 1억 달러 이상

2. 진출 애로사항
2-1. 중동 지역이 다른 신흥시장(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과 비교
했을 때 사업환경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6번을 선택한 경우 질문 2-4로 이동)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알 수 없다.

2-2. 귀사가 진출한 국가의 사업환경 중 다른 신흥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부
분은?(복수 응답 가능)
① 임금 수준
② 인력 수급 및 채용
③ 규제(규제 관련 정보 취득,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수용 등 관련)
④ 세무(세율, 세무 조사, 세법 개정 빈도, 조세 제도 정보 획득 등 관련)
⑤ 금융(자금조달 절차, 외환 거래 자유도, 대출 금리 및 수수료 등 관련)
⑥ 행정 처리(행정 처리 관련 제출 서류의 복잡성, 처리 시간 및 비용, 비합리적
관행, 공장 설립 등 각종 인허가 취득 등)
⑦ 물류(운송 및 보관 비용, 처리 시간 및 절차의 복잡성 등 관련)
⑧ 연구 개발 및 혁신(전문 인력 확보, 현지 정부 지원책 등 관련)
⑨ 지식재산권 보호(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식 수준,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법제 마련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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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임대료
⑪ 입주 및 생산 시설 관련 인프라
⑫ 기타(

)

자료: 곽성일 외(2017), p. 280.

2-3. 귀사가 진출한 국가의 사업환경 중 다른 신흥국보다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부
분은?(복수 응답 가능)
① 임금 수준
② 인력 수급 및 채용
③ 규제(규제 관련 정보 취득,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수용 등 관련)
④ 세무(세율, 세무 조사, 세법 개정 빈도, 조세 제도 정보 획득 등 관련)
⑤ 금융(자금조달 절차, 외환 거래 자유도, 대출 금리 및 수수료 등 관련)
⑥ 행정 처리(행정 처리 관련 제출 서류의 복잡성, 처리 시간 및 비용, 비합리적
관행, 공장 설립 등 각종 인허가 취득 등)
⑦ 물류(운송 및 보관 비용, 처리 시간 및 절차의 복잡성 등 관련)
⑧ 연구 개발 및 혁신(전문 인력 확보, 현지 정부 지원책 등 관련)
⑨ 지식재산권 보호(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식 수준,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법제 마련 등 관련)
⑩ 임대료
⑪ 입주 및 생산 시설 관련 인프라
⑫ 기타(

)

자료: 곽성일 외(2017), p. 280.

2-4. 귀사가 진출한 국가의 사업환경이 향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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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현지 진출 시 귀사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복수 응답 가능)
① 해외 구매처 및 바이어 발굴 역량 부족
② 현지 제휴ㆍ합작투자 파트너 발굴 곤란
③ 소비 트렌드, 시장 규모 등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④ 현지 법규, 상관행 등에 대한 이해 부족
⑤ 경쟁제품, 물류, 통관 등 현지 투자여건에 대한 정보 부족
⑥ 시설, 자금, 납기 등 수출제품 생산역량 부족
⑦ 계약, 통관 등 수출 실무경험 인력 확보 어려움
⑧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 어려움
⑨ 해외투자 자금조달 곤란
⑩ 현지 투자에 관한 종합 컨설팅 지원 미흡
⑪ 기타(

)

자료: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2018. 4. 23), 보도자료(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23).

2-6. 중동 특유의 문화 및 제도와 관련된 애로요인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상거래 관행
② 스폰서십 제도(현지에서 사업 혹은 취업 시 반드시 현지인을 스폰서로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
③ 자국인 의무고용 제도
④ 종교 및 문화적 이질성
⑤ 기타(

)

⑥ 없다.

2-7. 귀사는 현지 진출 관련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경로를 이용하십니까?
① 자체 해결
② 현지 컨설팅 기관 활용(현지 법무법인, 컨설팅 기업 등)
③ 우리 측 관련 협회 등 민간 지원 단체 활용
④ 우리 정부 및 관련 기관 지원 요청(코트라, 중소기업청,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
행 등)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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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지원
3-1. 귀사는 우리 정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알지 못한다.
⑤ 거의 모른다.

3-2. 귀사는 우리 정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① 활용하고 있다(질문 3-3으로 이동).
② 활용하지 않는다(질문 3-6으로 이동).

3-3. 귀사가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활용하고 있는 지원정책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정보 제공(해외투자 진출 정보, 시장 조사, 진출국 법제 정보 등)
② 수출 관련 지원(비즈니스 출장, 마케팅, 바이어 발굴, 수출 상담회 및 전시회
참가, 수출 인큐베이터 등과 관련된 지원)
③ 투자 관련 지원(지사화, 해외투자 기업 종합 컨설팅, M&A 자문 등)
④ 금융 지원(환율변동위험 관리 보험, 이행성 보증 및 채무 보증, 각종 수출 및
투자 대출 등)
⑤ 기술 지원(해외 규격 및 인증, 지식재산권, R&D 관련 지원, 법률자문 등)
⑥ 기타(

）

3-4. 귀사는 우리 정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62 •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ㆍ중동 협력 확대방안

3-5. 우리 정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 중 만족하는 부분은?(복수 응답 가능)
① 간편한 지원 절차 및 요건
② 적절한 지원 규모
③ 지원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④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정책
⑤ 일원화된 지원 창구
⑥ 기타(

）

3-6. 우리 정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 중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복수 응답 가능)
① 복잡한 지원 절차 및 요건
② 작은 지원 규모
③ 지원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④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정책
⑤ 일원화되지 못한 지원 창구
⑥ 기타(

）

3-7. 중동 진출과 관련해 귀사가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중소기업 해외투자 시 자금 지원 확대
②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③ 해외시장 수출 매력도(소비 트렌드, 경쟁 구도, 유통구조 등)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④ 무역금융/보험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 확대
⑤ 특정 국가에 수출 경험이 있는 국내기업과의 멘토링 주선
⑥ 인프라 등 현지 투자여건 최신 정보 제공
⑦ 현지 공장 및 법인 설립 관련 법규 제공
⑧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 지원 확대
⑨ 기타(

)

자료: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2018. 4. 23), 보도자료(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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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SME Promotion Policies in the Middle East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 the Middle East Cooperation
Kwon Hyung Lee, Sung Hyun Son, Yunhee Jang, and Kwang Ho Ryou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policy proposals to enhance
bilateral cooperation for SMEs(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through an examination of case
studies of Saudi Arabia, UAE, Egypt and Tunisia.
Chapter 2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measures
to foster SMEs in the Middle East, going on to analyze the business
environment in the region. SMEs a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the future, for instance by
contributing to diversity in the economy and creating jobs in the Middle
East. While the contribution that SMEs make to GDP is relatively low
in the region compared to that of developed countries, SMEs account
for the majority of all firms and contribute largely to employment. Amid
the growing need for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following the drop in oil prices that started from the
second half of 2014, oil-producing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have
become more active in promoting SMEs to achieve their goals.
Governments have expanded their support programs and investments
for corporate development, which has led to an increase in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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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s. While the growth potential of SMEs in the region is assessed
to be quite high, there is still a need to improve the environment for
fostering businesses. The Middle East ranked low overall on the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and Global
Innovation Index, all of which evaluate business environments and
competitiveness of countries. Notwithstanding differences among
countries, SMEs in the Middle East struggle with limitations in financial
access, lack of legal institutions, and poor efficiency in the labor market,
problems which must be addressed with priority. Another challenge in
the Middle East is the high preference for public sector jobs, and the
lack of human resources to meet demands in the private sector. While
job seekers generally avoid taking jobs in the private sector, which tend
to pay lower wages for relatively heavy workloads, there is an urgent
need to foster the private sector through SMEs in order to develop the
economy and resolve unemployment issues in the future. Under these
circumstances, labor productivity should be improved through
education reform and vocational training, and efforts must be made
to improve the public perception of employment in the private sector.
Chapter 3 touches upon major policies and cases of inter-government
cooperation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SMEs in four Middle Eastern
countries — Saudi Arabia, UAE, Egypt and Tunisia. Saudi Arabia has
recently presented its vision and detailed strategies for SMEs through
the announcement of the “Saudi Vision 2030” and the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 The Saudi Arabian government is
providing credit guarantees and long-term financing to SMEs through the
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 and promoting SMEs’ technological
innovation by operating technology incubators, technology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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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and so on. The UAE has also shown strong interest in
promoting SMEs by introducing new legislation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ector(the SMEs Law) in April 2014. Through the
Khalifa Fund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UAE government offers
various financial programs for SMEs based on their size, characteristics
and the urgency of their financial needs, and promotes technological
start-ups by holding contests for business ideas in the area of
technology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grams.
Egypt has outlined six strategies for promoting SMEs through the
announcement of its “Industrial and Trade Development Strategies
2016-2020” in 2016 and established the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Agency(MSMEDA) in the following yea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its support policies. The Egyptian government
has shown relatively high interest in promoting start-ups, but its policy
on SMEs innovation seems somewhat lacking compared to the other
three countries. Egypt has pushed for a total of four projects with the
Canadian government in the SMEs sector. Tunisia reorganized its
existing Ministry of Industry into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n December 2017, and established a new
department within the ministry to oversee matters related to SMEs.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SMEs, the Tunisian governmen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lusters such as technology parks.
Policies for vitalizing start-ups in Tunisia are being implemented,
together with the creation of business incubators and efforts to
streamline business establishment procedures. Tunisia has recently
stepped up its cooperation with the EU and German governments in
areas such as financial and technological support for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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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analyzes current trends of Korean SMEs in the Middle East
and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programs for them, also
examining the difficulties and policy demands through survey data as
well. From Korea’s perspective, the Middle East is a region where SMEs
account for a larger portion of exports into the region tha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also show less volatility in their export volumes
than conglomerates. The major export destinations for Korean SMEs in
the region are Iran, UAE, Saudi Arabia and Egyp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region by Korean SMEs remains relatively low. Major
investors in the region include Saudi Arabia, UAE, and Egypt, with the
construction and real estate sectors accounting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this investment. The biggest difficulties of Korean
companies in the Middle East are caused by the unique laws and
regulations in the region, including the sponsorship and workforce
nationalization policies in private companies. According to the survey,
most of the Korean companies in the region have worked out their
business difficulties on their own or through help from private
institutions and only 16.7% of the companies have utilized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programs. In addition, Korean companies’
awareness and satisfact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policies to
support overseas companies were not that high. Regarding policy
demand, Korean companies in the Middle East wish for an easing in trade
finance/insurance support requirements, increasing funding for
overseas investment, and the provision of more detailed and reliable
information on local investment conditions and the sponsorship system.
Chapter 5 suggests three basic policy schem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n the previous chapters. First, financial assistance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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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crease joint ventures and M&A in the region. Second, systems to
share information with businesses operating in the region should be
strengthened. Toward this, a Korean team network between embassies,
public institutions and companies could be established to share
information on business opportunities and cases of dispute. Third,
intergovernmental programs should be expanded to establish a
cooperation partnership and network between Korean and Middle
Eastern governments. These programs could be divided into human
exchange program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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