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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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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최근 몇 년간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국내
외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이나
중남미에서의 에너지자원 국유화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자원민족주의가 부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시장의 급변에 대응
하여 미국, 중국, EU와 같은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안보를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우리 역시
에너지안보가 국가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석유
수입의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중동지역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
연합니다.
최근 중동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비단 에너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
막 위에서 기적을 일구었다고 말하는 두바이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최근 과감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보수주의를 벗어
나 개방과 변화를 통해 다른 세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걸프지역의 중심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WTO에 가입하
였고, 이 지역의 경제협력체인 걸프협력협의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
는 미국, EU, 중국, 일본, 인도 등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1조 달러를 넘는 오일머니가 이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걸프지역은 세계에서 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이 되었으며, BRICs에
버금가는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중동이라는 새로운 신흥시장으로의 기

업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동 특히 걸프지역과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
고, 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중동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국제유가나 에너지문제
의 심각성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정부 및 사회 전체의 관심이 큰 부침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전망, 심지어 정확한
정보조차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최근 고유가시대의
도래 이후 중동, 특히 걸프지역 경제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맞추어 우리가 대응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선 최근의 걸프지역 경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과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 경제적 수준과 이 지역에 대한
다른 나라의 협력정책을 고려하여 우리가 중동 걸프지역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지역과 우리의 경제협력은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만 이루어져 왔
습니다. 즉 우리는 중동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고 대신 상품과 플랜트를 수출하는 것
이 양 지역간 경제교류의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협력정책도
지금까지는 상품과 플랜트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진출확대 정책이었습
니다. 즉 협력의 파트너인 중동의 사회경제적 상황, 정책방향, 혹은 사회적 필요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협력정책의 핵심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정책만으로는 협력의 확대 및 심화, 그리고 궁극
적으로 우리의 에너지안보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본 보고서의 판단
입니다. 중동지역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인력을 개발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
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에너지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의 육성 등 실질적인 산업다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오일머니의 사용 방식도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중동의 변화에 부응하여 우

리의 협력정책은 더욱 다변화되어야 하며, 실업해소와 산업다각화라는 중동의 과
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면서도 우리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방식으
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최근 중동 걸프지역으로 유입된 오일머니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 각국 정부는 이 오일머니를 이용하여 어떤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분석
하였습니다. 이런 연구가 중동경제를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중동과의 협력을 추진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정부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
는 중동 경제협력정책의 전반적인 방향과 더불어 교역, 플랜트 수출, 투자, IT 및
서비스 등 분야별로 중동 걸프지역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연구과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GRC(Gulf Research Center)와
GOIC(Gulf Organization for Industrial Consulting) 관계자를 비롯하여 인터뷰에
응해주신 중동지역의 많은 전문가와 현지의 우리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원의 이장규 지역연구센터 소장은 본 보고서
에 대한 전반적인 감수를 맡아주었고, 산업연구원의 주동주 박사, 국무조정실의 박
장호 과장과 권혜린 서기관은 심의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중동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최근의 중동경제를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정부가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 12월
원장 李 景 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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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0년부터 시작된 신고유가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다시
중동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오일머니를 기초로 중동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세
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고유가시기에 중동의 산유국이
밀집한 소위 걸프지역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오일머니의 규모와
흐름에 대한 분석, 걸프지역의 최근 경제정책 분석, 세계 주요국가의 걸프지역과의
협력정책 분석, 우리나라의 협력정책 방향 제시 등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고유가가 시작된 2000년 이후 6년간 걸프지역으로 유입된 오일머니 규모는 1조
3,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오일머니 증가분 중 수입증가의
형태로 다시 누출되는 비율은 약 40%로 1970년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유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이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 지역의 경
상수지 흑자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가리키며, 세계적인 불균형(global imbalance)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걸프지역은
경상수지 흑자 중 약 40%를 해외에 포트폴리오 형태로 투자하며, 비슷한 규모를
외환보유고 축적에 사용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투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반면 외
국은행 예금의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것이 1970년대와 크게 달라진 것 중의 하나이
다. 그리고 방만한 재정지출을 경계하며 석유안정기금의 형태로 미래를 위해 정부
저축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도 과거와의 큰 차이점이다. 2000년 이후 걸프지
역 국가의 석유안정기금은 최소 2,000억 달러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
이 적극적 해외투자의 재원이 되고 있다.

걸프지역에서 경제정책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의 판
매를 통해 얻는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화석연료가 고갈되었을 때를 대
비하여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는 것이다. 최근에 에너지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석유수
요 증가에 대한 확신을 기초로 석유와 가스의 생산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산
업다각화를 위해서는 민영화나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에서는 에너지연관 산업인 석유화학, 알루미늄, 비료
산업 등이 주요 육성대상이다. 이러한 산업은 걸프지역의 풍부한 에너지원을 바탕
으로 가격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으로부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업종이다. 서비스산업에서는 금융, 관광, 물류, IT, 비즈니스서비스, 교육 등
이 유망한 산업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걸프지역에는 1980년대 이후 20년 이상 산
업다각화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는 이 지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때문이다. 소위 ‘지대수입형 국가’로서 정부가 압도적인
경제적 역할을 하고 민간경제가 거의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주도의 산업정
책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걸프
지역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개혁의 방향은 정부
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하고 경제개방을 통해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심화시키는 것
이다. 정부역할 축소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영화와 보조금 축소, 중소기업육
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EU, 중국, 일본 등은 최근 걸프지역과의 정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고유가와 더불어 에너지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걸프지역의
수출시장이 확대된 결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 문제가 자국의 안보나 사회
안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걸프지역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개방이라는 체제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경제통합을 통한 영향
력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 걸프지역 사이의 틈새를 활용하여 에

너지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앞으로 국제유가의 제한적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위험이 더 이
상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중동경제는 당분간 5% 내외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세계 석유시장에서 걸프지역의 영향력은
계속 증대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걸프지역과의 협력
을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서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중동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동이 지닌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중동 정책에는 종합적인 방향이나 전략이 미흡했으
며 정책의 일관성도 결여되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동정책에 대한 종
합적인 전략 수립과 일관된 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정부 내 전담조직의 구성이 필
요하다.
둘째, 일방적 경제진출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수출과 플랜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에만 국한되면 실질적
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에너지분야에서 중동의 협력을 구하는 데 한계
가 있다. 현재 중동 지역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인력을 육성
하며 서비스부문과 IT부문을 중심으로 민간경제부문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문
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인력개발 지원, 서비스부문에서의 공동투자, IT 인력 및 기
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간 협력, 발전경험의 공유 및 발전전략 수립 지원 등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양한 경제협력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중동 경제
협력은 상품 수출, 건설 및 플랜트 수주, 에너지 수입의 세 가지에 거의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동의 경제발전전략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

에 이에 대응하여 우리도 협력분야를 다변화해야 한다. 금융, 부동산개발, 물류, 관
광, 비즈니스지원, 의료 등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하여 이 분야에서의 협력
및 진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막대한 오일머니를 이용하기 위
해 금융분야의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슬람금융(islamic banking)을 활용하
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동지역의 각종 공공인프라 민영화에 참여하면 인
근 아랍지역이나 아프리카 시장으로의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중
동지역의 인프라 개발이나 대형 프로젝트에 BOT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넷째, 사안별 접근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패키지형 협력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중동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의사결정이 매우 집중되어 있기 때
문에, 사안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
과적이다. 즉 에너지협력, 플랜트협력, 기술협력, 문화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
여 양측 간의 요구를 교환하는 방식이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유리할 것이다. 이러
한 패키지형 협력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 내부의 협력과 조정 그리고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기업의 중동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간접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어
야 한다. 기업의 진출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계속 축소되고
있고 그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홍보지원 및 국가 이미지 개선사
업, 중동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한국 문화 전파 및 한국학 연구 지원, 이슬람문화 교
류, 인력개발 지원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과 같은 간접적 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대중동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상외교는 국내적으로 정부
는 물론이고 기업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 중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양국관계에서는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이

란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며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란은 인
구, 자원, 경제발전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다. 따라서
이란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이란의 외교적 관계가 지나친 긴장관계로
발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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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1. 연구목적
석유와 천연가스 등 세계 화석에너지의 주된 공급원인 중동지역은 최근 고유가
와 더불어 경제적 활력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생산과 판매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는 중동경제는 저유가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대 중반 이
후 약 15년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지역 중 하나였고, 이 기
간 동안 중동지역 1인당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1% 내외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2000년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그로부터 비롯된 소위 신고유가
시대의 도래는 엄청난 규모의 오일머니가 다시 중동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오일머니를 기초로 중동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
키고 있다.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중동경제의 중심지이면서 중동으로 유
입되는 오일머니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는 페르시아만 연안의 석유수출국들이
다.1)
이러한 걸프지역의 석유수출국들은 전체 석유매장량의 60%와 천연가스 매장량
의 40%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이미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북해나 북미지역의 석유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거대경제권이 본격
적인 산업화를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석유수급이 계속 불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걸프지역 산유국들의 위상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에 기초하여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은 최근 자국의 에너지안
1)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 할 때는 좁게는 페르시아만 연안의 산유국을 지칭하지만, 넓게는 지중해연
안지역(레반트)과 북아프리카지역(마그레브)에 있는 아랍국가까지를 포함한다. 세계은행이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는 넓은 의미의 중동을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지역으로 지칭하고 하나의 경제권으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본 보고서는 페르시아만 연안 산
유국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데, 이 국가들을 가리킬 때는 간략히 ‘걸프지역’ 혹은 ‘걸프경제’라 지
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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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강화 차원에서 걸프지역 산유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한편 최근 6년간 약 1.5조 달러 규모의 오일머니가 걸프지역 산유국으로
유입되면서 이 지역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따라서 무역이나 투자 등을 통해 이
지역과의 경제교류 폭이 확대될 것으로 많은 나라들이 기대하고 있다.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가격 폭등은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했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산유국들의 인프라 투자 증대와 상품수입 증대로 오일붐(oil boom)을 가져오
기도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동 건설시장 진출을 통해 오일붐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나라 중의 하나였다.2) 따라서 최근의 고유가 상황과 중동 경제의 회복
은 소위 ‘제2의 오일붐’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고유가라는 경제적
위협요인의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지역의 경제적 호황을 우리 경제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3)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보고서는 최근 고유가시기에 중동 걸프지역 경제가 어떻
게 변모하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이들 지역과 어떤 방
향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궁
극적인 목적은 고유가로 인한 중동경제의 새로운 활력 회복이 우리와의 경제협력
측면에서 어떤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가능성을 현
실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다. 하지만 본 보고서의 목적이 최근의 중동경제가 우리 기업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 중동의 경제구조적 특징과 최
2)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79년을 전후한 6년 동안 한국의 대중동 건설수주규모는 연평균 약 80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그 후 약 20년 동안에는 중동지역에서의 수주액이 그것의 내지 ⅟4 수준에
머물렀다.
3) 기업들은 중동지역에 대한 상품 및 플랜트 수출, 건설수주, 투자확대 등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노력을 외교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2005년 11월 총리의 중동 5개국 순방과 그 이후 ‘중동진출 지원 태스크 포스’의 구성,
2006년 상반기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 이집트, 알제리 등의 방문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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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오일머니를 이용한 중동 각국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부문을 탐색하고, 중동을 안정적이고 호혜적
인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 특히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정책적 노력이 무
엇인지를 도출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동이 지칭하는 지역적 범위가 매우 넓고 때로는 불
분명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분석대상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
서에서는 페르시아만 연안지역, 즉 소위 걸프지역에 포함되는 국가만을 분석의 대
상으로 삼는다. 더욱 정확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이하 ‘UAE’로
표기),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이란, 이라크의 8개국이다. 이 지역이 중동
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고유가로 인한 오일머니 유입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18개
중동 국가 전체에서 위 8개국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60%에 이른다. 그리고
이 8개국은 모두 석유생산국이면서 석유와 가스산업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경
제구조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란과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협의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1980년대 초 이후 상당한 정
도의 경제통합을 이룩하여 하나의 경제권으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였다. 이
란과 이라크는 GCC 회원국은 아니지만 걸프지역에 위치해 있고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에너지대국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분석대
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 8개국은 우리와의 경제관계 측면에서도 중동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교역액 기준으로 보면 한-중동 전체 교역액의 90%를 차지

제1장 머리말 27

하여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이라크는 걸프지역 경제권에 포함되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종파 간 갈
등이 지속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전후복구가 지연되고 정치체제가 매우 불안정
한 상태에 있다. 2006년 5월 20일 이라크 새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였지만 치안
이 매우 불안정하고 그마저도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서 아직까지는 경제상황 역시 매우 불안정하고 경제정책의 방향도 구체적으로 수
립되지 않고 있으며 신뢰할만한 경제통계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이라크의 경제상황이나 경제정책의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도 이라크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다룰 수밖에 없다.
예멘은 아라비아반도에 위치하고 있어 걸프지역 경제권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장
기간에 걸친 내전의 결과 정치 경제적으로 여전히 불안정하고 소득수준이나 경제
구조 면에서 인접 국가들과는 큰 차이가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우선 고유가시대 걸프지역의 경제동향을 살펴볼 것인데,
무엇보다도 고유가의 결과로 유입된 대규모의 오일머니가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
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제3장에서는 오일머니의 유입이라는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걸프지역 각국이 어
떤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는지를 개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의 경제협력이 유망
한 분야나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데 특히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걸프
지역 경제의 산업정책에 대해 자세히 정리할 것이다. 걸프지역 경제는 석유와 가스
라는 에너지자원에 대한 의존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산업정책이 주로 에너지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산업다각화와 외국자본의 활용에도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비에너지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최근 대중동 협력정책을 정리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 국가들의 대중동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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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러한 경제협력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를 제시할 것이다. 우선 장기적으로 중동경제가 어떻
게 발전할지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의 대중동 경제협력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부문별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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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걸프지역 경제구조의 특징
걸프지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진자본주의국가는 물론이고 다른 후진국과도
뚜렷이 구별되는 경제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지역의 경제동향이나 정책방향 역시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걸프지역 경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여기서 간략히 정리해 두고자 한다.
첫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걸프지역 경제는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1980년대 각국은 산업다각화정책을 추진해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
지 못했는데, 전체 GDP 중 석유 가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도 여전히 30
50%에 이르고 있다. 공공서비스나 도소매업, 숙박업, 운수업 등 경제를 유지하
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전체 GDP의 50 60%를 차지한다
는 점을 감안하면 석유 가스 산업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제조업 부
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바레인이나 UAE 두바이의 경우는
에너지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비교적 일찍부터 물류, 금융, 관광업 등이 일부
발전하여 에너지부문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란은 다른 걸프국가들과는
달리 철강, 자동차, 농산물가공업 등 제조업이 일부 발전하여 석유 가스 부문의
비중이 GDP의 25%로 비교적 낮다.
에너지산업이 정부재정이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그림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재정규모 중 석유부
문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90%에 이르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
중 역시 대부분의 경우 60%를 웃돈다.4) 이란의 경우에도 그 비율은 GCC와 비슷

4) [그림 2-1]에서 UAE와 카타르의 경우 수출 중 석유부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UAE의 경우
두바이가 중동의 물류 중심지로 재수출하는 양이 많이 때문이며 카타르는 가스의 수출액이 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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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GCC 국가의 석유부문의 경제적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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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GDP 비중은 2001년 기준, 정부지출은 2000년 기준, 수출은 2004년 기준.
자료: Sturm and Siegfried(2005)

한 수준이다. 그리고 석유부문의 비중에 가스부문의 비중을 합하면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중동 국가의 조세구조를 보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직접세
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매우 낮기 때문에 에너지수출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이 재
정의 주요 원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업 역시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둘째, 걸프지역 경제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석유부문에 극단
적으로 의존하는 경제적 특성 때문에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경기가 크게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1970년대에 중동은 동아시아 다음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지역
이 되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한 2000년 이후에는 다시 높은 성장률을

문이다. 따라서 재수출을 제외하고 에너지 수출에 가스까지 포함할 경우 GCC 모든 나라에서 총수
출대비 에너지수출의 비중이 60%를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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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 경제성장률 자체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경
제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유가의 급락을
막는 것은 체제의 안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
표가 될 수밖에 없다.
걸프지역 경제가 불안정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안
정하여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경제외적 요인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대립한 세 차례의 중동전쟁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되었고, 1980 88년에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있었으며 1991
년과 2003년에는 두 차례의 이라크 전쟁이 있었다. 이러한 전쟁이 발발하면 페르
시아만 지역 전체가 위험하게 되므로 국내경제활동과 대외경제관계가 크게 위축된
다. 그리고 이란의 경우 1980년 호메이니 혁명과 같은 정치적 격변을 겪었고, 사우
디아라비아 등에서는 반미 성향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종종 테러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란 핵문제와 같은 군사적 긴장이나 팔레스타인 문제도 이 지역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걸프지역 경제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높다. 걸프 지역에서는
정부의 경제개입이 매우 광범위하고 공공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것을 저개
발 상태에서 나타나는 개도국에서의 공통된 현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걸프지역
의 경우 GDP 중 정부지출 비중이 지난 30여 년간 계속 20 25% 수준인데, 이는
동아시아, 남아시아, 남미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특징 역시 석유의
존적 경제구조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걸프지역의 정부는 모두 분배국
가(allocation state) 혹은 지대수입형 국가(rentier state)의 성격을 갖고 있다.5) 즉
정부가 석유나 가스 등 천연자원을 판매하여 그 이익을 국민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5) 지대수입형 국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Beblawi and Luciani eds(198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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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을 직접 개발하거나 관리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보조금의 형태로
국민에게 배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되면, 생산, 교환, 분배의 모든 영역에서 정
부가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규모 산업시설을 직접 설립하고 경
영할 뿐만 아니라, 무역장벽을 통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을 보호한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서 나아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최종적으
로 보장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과도한 경제적 개입은 정부의 실
패(government failure)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의 성장을 위축
시켜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현지인의 실질적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외국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
다. 현지인의 경우 국가가 직 간접적인 보조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상당정도 고용을 보장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유인이 매우 낮
다. 이러한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 외에도 이슬람적인 전통과 관행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도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한 요인이다. 정부가 일정 정도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경우 교육이나 인적자본 축적의 유인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걸프
지역에서 현지인에 대해서는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지만 고등교육까지 이
수하는 비율은 비슷한 소득수준을 가진 국가에 비해서 훨씬 낮다. 이처럼 낮은 경
제활동 참가 유인과 인적자본 축적 유인 때문에 현지인의 노동생산성은 낮을 수밖
에 없고 이것이 민간부분의 성장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지인의 노동기피 현상이나 낮은 노동생산성은 결국 외국노동력에 대한 높은
의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란을 제외한 걸프지역에서는 생산직 노동의 대부분을
남아시아나 인접한 아랍국가에서 유입된 외국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노동인력 중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GCC지역에서 평균
적으로 75%에 이르고 있다. 실업률은 평균 10% 내외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지인
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실업률은 3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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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GCC 국가의 주요 노동력 지표(2002년 기준)
(단위: %)

총노동인력 인구대비
(백만 명) 노동력비율

노동인력
증가율

외국인
여성노동자
노동자비중
비중

실업률

사우디

7.7

28

3.4

69

19

9.6

UAE

2.0

42

2.0

90

13

15

쿠웨이트

0.9

38

2.8

84

24

9

오만

1.2

30

3.7

60

20

15

카타르

0.3

55

1.9

83

17

11.6*

바레인

0.3

43

2.7

60

21

5.5*

GCC 전체

12.5

39

2.8

75

19

11

주: *는 2001년 수치
자료: Arab Monetary Fund(2003)

현지인 인구증가 정책과 문화적인 특징으로 인해 걸프지역의 인구증가율은 세계에
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
아 청년층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다.6)

2. 걸프지역 경제동향
최근 걸프지역 경제동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각국의 경제규모와 경제적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현재 GCC 6개국의 전체 경제규모는 4,737
억 달러이고 이란과 이라크는 각각 1,614억 달러, 255억 달러이다. 따라서 걸프지
역 전체 경제규모는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인구를 보면 이란이 약 7,000만

6)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에서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노동력과 현재
의 실업자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향후 20년 동안 약 1억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최소한 6 7%의 경제성장률의 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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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인구를 가진 대국이고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구가 2,000 3,000만 명
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며, 나머지 5개 나라는 모두 500만 명 미만의 소국이다.
GCC의 경우 경제규모, 인구, 국토면적 등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체의 절반 이
상을 차지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여타국가 간 불균형이 심한 편이다. 석유와 가스
등 풍부한 자원 덕분에 GCC의 1인당 평균 GDP는 2만 달러에 가까운데, 인구가
적은 카타르, UAE, 쿠웨이트 등이 매우 높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이 비교적 낮
다. 이란은 인구대국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전쟁 후유증과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제재의 영향 때문에 소득수준이 아직 3,000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라크 역시
1990년대 이후 두 차례의 전쟁과 후세인 통치 기간의 경제적 핍박으로 인해 소득
수준이 1천 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지역의 교역규모를 보면 2004년에 전체 수출액이 3,407억 달러이고
표 2-2. 걸프지역 국가의 주요지표(2004년)
GDP
(억 $)

1인당
GDP ($)

인구
(백만명)

수출액
(억 $)

수입액
(억 $)

석유생산량
(천 b/d)

사우디아라비아

2,506

10,441

24.0

1,260

410

10,584

UAE

1,031

23,977

4.3

827

542

2,667

쿠웨이트

557

19,434

2.8

302

109

2,424

오만

248

9,177

2.7

133

79

785

카타르

285

38,293

0.7

187

54

990

바레인

110

15,714

0.7

76

61

180

GCC

4,737

19,506

35.2

2,785

1,255

17,630

이란

1,614

2,350

66.8

444

366

4,081

이라크

255

942

27.1

178

196

2,027

GCC+2

6,606

7,599

129.1

3,407

1,817

23,738

한국

6,797

13,980

48.1

2,538

2,245

0

자료: IMF; World Bank; BP;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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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이 1,817억 달러로 전체 교역액은 5,224억 달러로 한국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2004년 한 해에
만 약 1,6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전체 수출액의 약 90%를 석유
및 가스가 차지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최근 5년간 교역액
은 2배 가량 급증하였으며, 흑자규모 역시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에너지공급에 있어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석유 매장량은 세계 전체의 60%, 천연가스 매장량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생산량은 2004년 현재 하루 약 2,400만 배럴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한다.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량은
2,730억 입방미터로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10%에 불과하지만 매
장량으로 볼 때 앞으로 이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걸프지역의 경제성장률은 [그림 2-2]와 같이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라크 전쟁의 종결로 국제적 불안요인이 해소된 2003년 이후부
터 특히 높아졌다. 그리고 석유수출국이 밀집한 이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국제유가
의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2000년과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
여준다.
1990년대 후반에 이라크를 제외한 이 지역의 평균 실질성장률은 2.9%였는데,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의 침체로 국제유가 급락한 1998년과 1999년에
는 이 지역 역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하지만 세계경제 회복과 OPEC의 적
극적 감산 덕분에 2000년 국제유가가 50% 이상 상승하자 이 지역의 경제도 빠르
게 회복하여 성장률이 단숨에 6.3%까지 뛰어올랐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은 새
로운 고유가 시대가 도래한 첫 해이며 중동경제의 붐이 시작된 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2001년과 2002년에는 성장률이 다시 크게 둔화되었지만 이것은 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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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걸프지역의 경제성장률과 국제유가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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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2006d)

적 위험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즉 9.11 사태와 그 후 미국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이라크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경제활동이 크게 위
축되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 이후 3년간 이 지역의 평균 성장률은 7%에 이르
렀으며, IMF에 따르면 2006년에도 성장률이 6.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7)
이처럼 높은 중동지역의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득은 그만큼 빨리 증가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이 지역의 높은 인구증가율 때문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GCC국가의 국민소득 증가율은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3.3%와 3.9%로 추정되
는데 이는 중위소득국가나 개도국의 평균보다 1 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높은
인구증가율은 현지인의 출산율이 높은 데도 그 이유가 있으나, 경기 활황과 건
설 플랜트 투자의 증가로 생산직 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한 것에도 기인한다. 예를 들어 중동의 물류중심지이면서 외국인의 비중이 가장

7) IMF(2006a)의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GCC와 이란의 가중 평균 성장률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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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두바이의 경우 최근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로 보면 [그림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의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
나라들이 이라크와 인접하여 이라크 전쟁 종결의 영향을 크게 받고, 거대 산유국으
로서 유가상승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석유매장량이 많지 않아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오만의 경우 성장률이 오히려 최근에 감소하였다. 그리고
성장률의 변동폭을 보면 경제구조가 상대적으로 다변화되어 있는 나라들의 경제가
역시 안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류와 관광 등 비에너지분야가 비교적 발
달한 두바이가 포함된 UAE는 1990년 후반 이후 4%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
고, 중동의 금융중심지인 바레인이나 비교적 발달된 제조업을 보유한 이란 역시 성
장률의 변동이 크지 않다.
고유가가 최근 경제성장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최종수요 구성항목별로 분해해서
그림 2-3. 걸프지역의 국가별 경제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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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세계은행은 중동지역 경제개발 보고서에서 최근 중
동의 성장이 1990년대와는 달리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투자증가에서 크게 기인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8) 하지만 GCC와 다른 중동국가는 이 점에서 확연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이란과 같이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인구가 많고 또한 상대적
으로 다각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Resource Rich Labor Abundant:
RRLA)은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와는 달리 국내의 소비증가와
민간투자의 증가가 최근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민간투자의 경우 1990년대
에는 성장에 겨우 3% 기여했지만, 2003 04년에는 38%나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오일머니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이나 순수출의 기여도가 감소
한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이것은 중동경제의 일반적 특징인 정부부문의 비대
라는 문제가 이 지역에서 개선되는 조짐일 수도 있다. [그림 2-4]에서 이 국가
그림 2-4. 중동지역의 부문별 경제성장 기여도 변화
( R R 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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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2005a), Table 1.3(p. 9)을 이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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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는 이란 외에 알제리, 시리아, 예멘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중 이란의 경제규모
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은 이란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석유수출에 크게 의존하지만 이란에 비해 인구규모도 작고 다른 산업부문이 발
달해 있지 않은 국가들, 특히 GCC 국가의 경우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그림 2-4]
의 아랫부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에는 국내소비, 정부지출, 순수출의 성장기
여도가 1990년대에 비해 증가하였다. 반면 민간투자의 기여도는 46%에서 31%로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이란과 같은 인구대국의 경우와는 뚜렷이 대조
되는 현상이다. 즉 GCC에서는 고유가로 인해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고, 그리고
오일머니로 재정이 넉넉해진 정부가 정부지출을 크게 증가시킨 것이 성장의 주된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단히 단순하고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성장이 나
타난 것이다. 무역수지의 개선이나 정부지출의 증가가 소위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나 가속도원리(acceleration principle)를 통해 민간투자를 간접적 혹은 연쇄
적으로 촉진한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부지출 증가가 민간투자
를 구축(crowding out)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고유가에 기초한
최근의 경제성장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정부의 경제적 비중을 더욱 증가시켰다. 이
러한 정부부문의 확장은 민간부문의 육성이라는 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에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글상자 1. 2000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의 원인
국제유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약 6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두바
이유 기준으로 2001년에 연평균 23달러이던 유가가 2003년에는 27달러, 2005년에는
49달러로 상승하였고 2006년에는 60달러에 이르렀다. 국제유가가 지난 6년 사이에 꾸
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세계석유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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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 계속
2000년 이후 세계석유시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대규모 신흥 석유소비국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중국이 본
격적인 경제성장을 시작한 지는 10년이 넘지만 석유소비가 급속히 증가하는 산업화단계
로 진입한 것은 2000 01년을 전후해서이다. 중국의 석유소비 증가율은 이 시점 이후
연평균 10% 내외로 급등했다. 인도는 중국보다는 석유소비증가 속도가 더디지만 소비
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5억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이 두 거대 국가의 산업화와
그에 따른 석유소비 증가는 세계석유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만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최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고유가의 근본적 원인으로 소위 여유생산능력 즉 산유국들이
여유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생산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중국에 있다. 2003 04년에 중국의 석유소
비가 급증하면서 이 규모가 약 300만 배럴/일(b/d)에서 100만 b/d 정도로 줄어들었다.
두 번째 구조적 변화는 유가의 자기조정메커니즘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에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그 영향으로 세계경기가 둔화되고, 이것이 석유수요 감소를
가져와 유가를 안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가와 경기의 상호작용으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조정메커니즘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메커니즘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6년간의 지속적인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경제의 경우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최근에는 IT산업이나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진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전체 에너지 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로 여전히 낮고 저유가정책을 통해 유가상승의 충격을 정부나 국유기업이 상
당부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유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처럼 유가의 자기조정메커니즘이 줄어들면서 국제유가의 천정이 어디인지를 가늠하기
어렵게 되었다.
세 번째 구조적 변화는 지정학적 위험이 만성화되었다는 점이다. 2001년의 9.11 테
러, 2002년 부시의 ‘악의 축’ 발언, 2003년 이라크 전쟁, 2004년 이라크 치안악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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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 계속
사우디아라비아 테러 발생, 2005년 이라크의 종파 간 대립과 러시아 에너지산업 국유화,
2006년 이란 핵문제 악화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은 서로 무관한 사건들이라기보다는 상
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 석유생산의 중심지인 중동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와의 관계가 계속 악화된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문명 간 대립이라고
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갈등과 그 갈등에서 비롯된 혼란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해나 북미의 석유생산량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면서 세계 석유
생산은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 등에 더욱더 의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지역
들은 한결같이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지역들이다. 따라서 국제석유시장을 교란시킨 이
런 국제정치적 요인들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우연히 중첩된 것이 아니라 대단히 구조적
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OPEC을 비롯한 석유공급자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OPEC은 국제
유가 하락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1999년에 목표유가를 정해 놓고 산유량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은 유가추세를 상승으로 반전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OPEC이라는 세계 최대 카르텔 재건의 성공은 산유국 간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한편 고유가의 장기화는 석유산업 국유화와 같은 자원민족주의적 정책의 경제적 유인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다시 석유공급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오일머니의 규모
최근 걸프지역의 경제활황을 가져온 결정적 요인은 결국 오일머니이므로 오일
머니가 최근 얼마나 이 지역으로 유입되었고, 또 걸프 각국은 이 자금을 어떻게 사
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걸프지역으로 유입된 오일머니의 규모는 이
지역의 석유수출규모와 국제유가를 곱해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석유수출규모는 단
기간에 크게 변화하지 않으므로 오일머니의 규모의 변동은 [그림 2-5]에 나타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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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국제유가와 GCC의 오일머니 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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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2005c), EIA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와 같이 국제유가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2000년 이후 국제유가의 급등으
로 오일머니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IMF의 추정에 따르면 2005년에 GCC 지
역으로만 유입된 규모가 2,8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것은 명목가격
으로는 물론이고 불변달러 가격으로 환산해도 2차 석유파동 직후 오일머니 규모가
최고조에 이른 1980년 당시보다도 큰 액수이다. 2000년 이후 6년간 GCC지역으로
유입된 오일머니는 2005년 기준 달러가치로 1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의 석유수출량이 GCC 전체의 25 30%에 이르므로 이
두 나라까지 더하면 2000 05년 동안 걸프지역으로 유입된 오일머니 규모는 1조
3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걸프지역 8개국으로 유입된 총액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6
천억 달러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UAE, 쿠웨

9) IMF(200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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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이란이 각각 비슷한 규모인 1,500 2,000억 달러의 오일머니를 흡수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나머지는 이라크와 카타르로 대부분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오만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바레인은 석유수출이 거의 없으므로 직접적인 오일머니의 획
득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최근의 오일머니 규모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기, 정확히는
1974년부터 1983년까지의 약 10년간 이 지역으로 유입된 오일머니 규모와 거의
유사하다. 당시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비슷한 규모의 외부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
에, 최근의 유가급등과 오일머니 유입은 걸프지역 경제에 적어도 과거와 같거나 그
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외적 충격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6. 최근 걸프지역 국가별 오일머니 유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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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0 0

사우디
이란
UAE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기타

주: 2000 05년의 6년간 유입된 규모를 추정한 것이며, 기타는 오만과 바레인임.
자료: IEA, OPEC 등의 석유수출량 및 국제유가 통계를 기초로 추정.

7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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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일머니의 흐름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디로 흘러가고 있
을까? 오일머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첫째,
걸프 국가들이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자신들의 경제정책을 어느 방향으
로 운용하고 있느냐와 직결된다. 그리고 오일머니라는 외적 충격이 기존의 걸프경
제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 둘째, 중국을 포함한 아
시아 전체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보다도 큰 오일머니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어디로 흘
러가느냐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970년대의 오일머니는
유럽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유로금융시장이라는 새로운 국제금융시장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것이 달러가격 하락을 압박하여 결국에는 브레튼우즈 체제라 불리는, 달
러를 기축통화로 한 기존의 국제통화체제를 붕괴시킨 한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
런 사실을 상기하면 오일머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세계적 관점에서 얼마나 중
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걸프국가들이 오일머니를 어디에 사용하느
냐는 본 보고서의 목적인 우리나라와 걸프국가와의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하는데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오일머니를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그 나라 정책의 우
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가 높
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걸프지역 국가들과 협력하거나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
는 가능성이 클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오일머니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국민소득 방정식과 국제수지 방정식을 이용하여 설명할 것이다. 국민
소득 방정식이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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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Y) = 소비(C) + 투자(I) + 정부지출(G) + 순수출(X-M)

(1)

즉 국내총생산(Y 혹은 GDP)은 최종수요의 합과 같으며, 최종수요는 소비(C,
consumption), 투자(I: investment), 정부지출(G: government expenditure), 그리
고 순수출(net export, 혹은 경상수지)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수지 방정
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순수출(X-M)

순해외투자(NFI) = 외환보유고의 순증( R)

(2)

한 해의 순수출 즉 경상수지 흑자액에서 순해외투자(net foreign investment:
NFI)를 차감하면 그 해 외환보유고의 증가분이 된다. 여기서 해외투자란 상업은행
을 제외한 경제주체들이 직접투자나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해외에 투자한 것을 가
리키며, 순해외투자란 해외투자에서 해외차입을 뺀 것을 의미한다.

가. 상품수입의 변화
석유수출 증가에 의한 오일머니의 유입은 국민소득 방정식으로 보면 우선 수출
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면 증가된 수출수입은 어떻게 이용될까? 가장 먼저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수입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수입의 증가가 수출의 증가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경상수지(current account: CA) 흑자로 나타날 것이다. 즉

X

M+

C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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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 국가들의 수입액을 보면 오일머니 유입과 더불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CC의 총수입은 2000년 750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1,945억 달러로 2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란은 수입의 증가가 훨씬 더 두드러지는데 같은 기간 동안
수입이 143억 달러에서 439억 달러로 6년간 무려 3배나 증가하였다. 하지만 증가
된 오일달러가 모두 수입의 증가로 누출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최근에는 이렇게
누출되는 비율이 1970년대 오일붐 시기와 비교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림 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GCC의 경우 1차 유가급등이 있었던 1973년
이후 5년간은 유입된 오일달러 중 54%가 수입으로 누출되었으며, 2차 유가급등이
있었을 때는 67%가 누출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에도 이 비율은 55%에 이르
렀으나 2004년 이후에는 30%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란을 포함한 다른 석
유수출국의 경우 이 비율이 1970년대 말에는 100%에 이르렀으나 최근에는 70%
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00년 이후 오일머니 유입이 이 지역의 상품수입
증가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이 경상수지 흑자로 남아 국가 전체적으로 보
면 저축되고 있으며, 오일머니 규모가 더욱 크게 증가한 최근에는 수입으로 연결되
는 비율이 줄어들어 저축분이 더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일머니의 수입으로 인한 누출비율이 낮다는 것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일머니가 국내에서 투자로 연결되지 않거나 생산
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오일머니가 국내투
자의 재원으로 생산적으로 사용된다면 중간재나 자본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발생하
여 수입을 유발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2004년 이후 GCC에서 오
일머니가 급증하자 수입 누출비율이 감소한 것은 그에 비례한 투자의 확대가 한계
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는데, 이를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이란과 같이 인구가 비교적 많은 다른 석유수출국의
경우 잠재되었던 수입수요나 투자재원 수요가 아직 많아, 오일머니 중 70% 가량
의 높은 비율이 수입으로 연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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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오일머니의 수입 누출비율 변화
(GCC)

(기타 석유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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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준시점 이후 5년간의 오일머니 누적액에 대한 경상수지 누적액의 비율을 1에서 뺀 값임.
자료: IMF(2005. 9)

오일머니가 모두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걸프지역의 경상수지는 고유
가와 더불어 계속 증가하였다. 1999년에서 2005년 사이에 GCC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7억 달러에서 1,691억 달러로 2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란의 경우는 66
억 달러에서 148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양 지역간의 이러한 차이는 앞
그림 2-8. 걸프지역 경상수지의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추이
(10억 달 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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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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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2006d)

에서 설명한 수입 누출비율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경상수지가 GDP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대 후반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1990
년대 후반에는 이란, 쿠웨이트, UAE 정도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7
개국 모두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의 석유수출대국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20 45%에 이른다.
나. 정부재정의 변화
경상수지 흑자는 결국 국내총생산이 국내총소비를 초과한 결과이며, 민간 순저
축과 정부 순저축, 즉 재정수지 흑자의 증가라 할 수 있다. 민간 순저축이란 저축
(S: saving)에서 투자를 뺀 것이고 정부 순저축이란 정부수입(T: tax 혹은 government revenue)에서 정부지출을 뺀 것이다. 즉

CA

(X M) = (S I) + (T 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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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식의 각 항을 GDP에 대한 비중으로 표시하면 위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5)

GCC 국가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은 재정수지 흑자로 나타난다. [그
림 2-9]는 경상수지, 재정수지, 민간순저축을 GDP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등은 경상수지 흑자의 절반 이상이 재정수
지 흑자로 귀결되었다. 오만이나 UAE의 경우 민간저축보다 투자가 많아 민간부문
은 적자를 기록하여, 결과적으로 정부부문의 재정수지 흑자가 오히려 경상수지 흑
자를 초과하기도 하였다.
그림 2-9. 걸프지역 경상수지 흑자의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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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GDP대비 비율이며 2004년과 2005년 값의 평균임.
자료: IMF(200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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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석유수출의 증가 즉 오일머니의 유입이 재정의 흑자로 나타나는 이유는
걸프지역에서는 석유수출이 곧 재정수입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원유와 같은 천연자원은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그것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국영석유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
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외국기업의 석유개발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국영기업
이든 외국기업이든 석유수출대금 중 개발비용과 적정 이윤을 제외한 대부분은 정부
로 귀속되게 된다. 걸프지역의 경우 원유개발 비용이 배럴당 5 10달러를 넘지 않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2005년과 같이 국제유가가 50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는 석유수출대금 중 최소한 80% 정도는 정부수입으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걸프지역 정부들은 오일머니의 유입결과 증가된 정부수입을 어떻게 사
용하고 있을까? 정부는 확대된 재정수입을 크게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이고, 둘째는 기존의 공공부채를 상환하
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정부저축의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다.
걸프지역 전체로 보았을 때 경상수지 흑자의 60 70%가 재정흑자로 귀결된다
는 것은 재정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음
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최근 걸프국가의 정부가 오일머니를 비교적 신중하게 관리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1970년대 오일붐 당시 정부의 재정관리 행
태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다. IMF의 분석에 의하면 오일머니유입에 대한 정
부지출액의 승수 즉 오일머니 증가분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분의 비율을 보면,
GCC국가의 경우 1차 유가급등기에는 1.4, 2차 유가급등기에는 -0.7이었다.10) 즉
1차 유가급등기에는 정부지출 증가액이 오일머니 증가액보다도 40% 가까이 많았
다. 그리고 2차 유가급등기에 이 비율이 음수라는 것은 오일머니 유입금액은 점차

10) IMF(20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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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은 오히려 증가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부지출확대 관성은 그 후 20여 년 동안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공공채무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이 비율이 0.3 0.4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
였다.11) 즉 오일머니 증가분의 30 40%만이 정부지출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부저축이나 민간저축으로 유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 오만, 바레인의 세 나라는 나라마나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재정지출을
늘리는 데 비교적 많이 사용했는데, 오일머니 증가액의 40 70%를 비석유부문의
재정지출 확대에 사용하였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UAE 등은
그 비율이 30% 미만에 불과하였다.12) 앞의 세 나라는 상대적으로 석유의존도가
낮아 다른 분야의 투자수요가 큰 반면, 뒤의 네 나라는 정부수입 증가폭은 큰데 비
해 재정지출 수요는 크지 않은 나라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석유의존도가 큰 걸프 국가에서 투자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석유부문 확대를
위한 정부의 획기적 투자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을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투입하고 있는가는 정부의 지출예산서를 살
펴보아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제3장에서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일머니 증가분의 50 60%를 공공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 두 나라는 인구대국으로 국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나 공무원 임금부담 때문에 공공채무가 많이 누적되어 있었다. 그 결과 이란의
GDP 대비 공공채무 비중은 2000년을 전후(1998 2002년 평균)한 시기에 23.7%

11) 이란이 포함된 기타 석유수출국에서는 이 수치는 1차 유가급등기의 1.2에서 최근에는 0.9 수준으
로 하락하였지만, GCC와는 달리 많은 부분의 오일머니가 정부지출 확대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2) IMF(200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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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05년 16.5%로 감소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같은 시기에 92.6%에서
46.5%로 감소하였다.13)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지출 증가를 하고 남은 부분이 대부분 정부저축으로
축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걸프지역에서 정부저축의 중요한 형태 중의 하나가 석
유안정기금(oil stabilization funds)이다. 이 기금은 석유수출의 증가로 정부재정이
넉넉할 때 기금을 축적해두었다가 유가가 하락하여 재정 상황이 악화될 때 사용하
기 위한 것인데, 과거 오일붐 때 일부 조성되기도 하였지만 2000년 이후에 더욱
확대되었다. 걸프 7개국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제외한 5개국에서 이런 기금
이 운용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국의 기금운용 현황은 [표 2-3]과 같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해외
금융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런 기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운
용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IMF의 국제금융수지 통계를 보면 최근의
흐름을 대략 유추할 수 있다. 국제금융수지 항목 중 공식 외환보유고의 변동을 제
외한 기타 공공부문 자본이동 항목이 있는데, 중동의 경우 최근 유가급등이 시작된
2000년을 전후하여 이 항목이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2000년부
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무려 2,400억 달러가 순유출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중동
전체 오일머니의 약 15%,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약 40%, 재정흑자의 70 8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것은 정부가 운용하는 석유안정기금이 정부가 공공저축을 운
용하는 수단이며, 또 오일머니를 이용한 해외투자의 중요한 채널이 되고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

13) IMF(2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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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걸프지역 각국의 석유안정기금 현황
국가

기금명

바레인

전략프로
젝트기금

쿠웨이트

설립
연도

조성원칙

안정화 2000

예산초과
석유수익

목적

일반 안정화
적립기금 저축

1960 재정흑자

미래세대
기금

저축

1976

일반
적립기금

저축

1980

예산초과
석유수익

석유기금

석유
부문
투자

1993

1.5만b/d의
시장가격

오만

안정화기금 안정화 2000
카타르

이란

정부적립
기금
석유안정
기금

저축

N.A.

인출원칙

관리
기관

임의로
재정
예산에 이전 경제부

운용
방식

규모
(2004년 말)

해외

9.4억
달러

임의로
국내금융
투자청
예산에 이전
부동산시장

정부수입의 국회승인 후
투자청
예산에 이전
10%

N.A.

해외

N.A.

임의로
재무부
예산에 이전

해외

N.A.

재무부

해외

N.A.

예산초과
석유수익

예산에 대출

N.A.

N.A.

43억
달러

N.A.

N.A.

N.A.

해외

N.A.

국회승인 후
예산초과 예산에 이전, 장관급 중앙은행
안정화 2000
석유수익 50%까지 민간 위원회 외환계정
외화대출 가능

94억
달러

자료: IMF(2005c)

다. 해외자산의 변화
국제수지표의 원리에 따르면 식 (2)에 표시된 바와 같이 경상수지의 흑자는 해
외투자자산의 순증가나 외환보유고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 즉 석유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한 걸프지역의 정부나 기업은 그것을 외채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해외
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외환보유고의 형태로 보유할 것이다.
[그림 2-10]은 석유수출국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지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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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석유수출국의 경상수지 흑자 관리방식의 변화
(1 0 억 달 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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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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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차

주: 1차는 1차 유가급등기(1974~76년), 2차는 2차 유가급등기(1979~81년), 최근은 최근의 유가급
등기(1999 2005년)를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 각 항목의 누적규모를 나타냄. 아래 그래프는
경상수지 누적액에 대한 각 항목 누적액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IMF(2006a)

주는 그림인데, 석유수출국 중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를 제외하면 대규모 산유국은
대부분 걸프지역 국가들이므로 이 그림을 통해서 걸프지역 국가들의 자금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최근 고유가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99 2005년 동안 석유수
출국의 경상수지 흑자 누적규모는 약 1조 3천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 중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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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분이 포트폴리오 투자 형태로 해외에 투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같은 기
간 동안 경상수지 흑자의 41%에 해당하는 5,300억 달러를 해외기업의 주식, 채권,
자산담보부 증권과 같은 각종 해외금융자산 매입에 사용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수
지 흑자의 38%인 4,850억 달러가 외환보유고의 형태로 축적되었다. 그리고 14%
는 은행예금과 같은 기타투자 형태로 유출되었다.
이와 같은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관리방식은 1970년대와 비교하면 몇 가지 점
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선 1970년대에는 포트폴리오투자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순유입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유형의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세계 금융시장의 전반적 발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걸프국가
들이 왕족이 관리하는 펀드를 많이 조성하여 해외 주식이나 기타 금융자산을 적극
적으로 매입하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정부나 공공기
관이 해외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기타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펀드가 활성
화되면서 이제는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오일머니가
많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는 오히려 순유입되었다는 점이다. 즉 오
일머니를 이용하여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반대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통해 외국자본을 국내로 끌어들이고 있다.14) 마지막으로
외환보유고로 축적하는 비중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
걸프국가들이 어느 나라에 어떤 통화로 어떤 유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적하기 어렵다. 특히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해외예금보다 포트폴리오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추적하기
가 더욱 어려워졌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과 IMF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1999 2004년의 6년간 석유수출국들은 805억 달
14) 직접투자 순유입 중 많은 부분은 걸프지역 외의 일부 OPEC 국가가 최근 유전개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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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의 미국 증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국공채가 491억 달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주식이 194억 달러, 회사채가 113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금융자산 보유액의 증가가 경상수지 누적액의 10%를 약간 상회하지만
제3국을 거쳐 간접적으로 미국 자산을 보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보유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15) 중동국가들은 9.11사태 직후인 2002년과
2003년에 미국금융자산 특히 재무성증권을 일부 매각하고 예금을 인출하기도 하
였으나 2004년부터는 다시 매입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16)
걸프국가들은 그밖에도 해외 금융기관에 1,685억 원을 예금한 것으로 집계되었
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보유형태를 알 수 있는 자산은 같은 기간 누적 경상수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다. 이 외에 걸프국가는 해외부동산, 사모펀드, 헤지
펀드 등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신흥시장이나 중동
주변국가에 대한 투자도 과거보다 크게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집트, 요르
단 등 인근 중동국가에도 많은 오일머니가 유입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오일머
니로 풍부해진 유동성 덕분에 중동국가의 증권시장은 2004년과 2005년에 연간 5
0 100%의 성장을 하였다. 그리고 최근 두바이의 부동산시장에도 주변의 오일머
니가 많이 유입되어 부동산 붐을 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걸프국가들은 오일머니를 과거에 누적된 외채를 상환하는 데도 일부 사용한 것
으로 추정되지만, 국제금융거래를 통해 새로운 채무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
에 외채총액은 오히려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GCC 전체로 보면 2000년
을 전후하여 평균 외채가 8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05년에는 1,000억 달러 내
외로 증가하였다. 이란의 경우는 같은 기간동안 10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증

15) 2004년에 Financial Times는 중동국의 달러표시 예금의 비율이 2001년 75%에서 2004년에
는 62%로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다.
16) World Bank(2005c), chap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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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하지만 경제규모나 수출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GDP 대비 외채
의 비율은 GCC에서는 26%에서 17%로 크게 줄었고, 이란에서는 9% 내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액 대비 외채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역시 크게 감
소하여 외채는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상수지 흑자 중 해외투자나 예금을 하고 남은 부분은 외환보유고로 축적되는
데, 2005년 현재 GCC국가 전체의 공식 외환보유고는 1,935억 달러이며 사우디아
라비아가 그 중 70%를 보유하고 있다.17) 그리고 이란의 외환보유고는 478억 달러
로 추정되어 7개국 전체 금액은 2,400억 달러에 이른다. GCC의 경우 이는 2003
년에 비해 1,260억 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오일머니 유입액의 4분
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경상수지 흑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이다. 현재 걸프
국가의 외환보유고 중 달러비중은 약 60%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9.11사태 이
후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IMF의 추정에 따르면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지금까지 최근에 걸프지역으로 유입된 오일머니가 항목별로 어떻게 사용되었는
지를 살펴보았다. 증가된 오일머니가 수입의 형태로 얼마나 다시 누출되었으며, 그
리고 남은 경상수지 흑자는 어떤 방식으로 해외에 투자되고 외환보유고로 축적되
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석유수출액의 증가는 재정수입의 증가로 귀결되는데,
증가된 재정수입이 얼마나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졌으며, 그리고 남은 재정흑자는
어떻게 사용되거나 관리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17) IMF(2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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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최근 고유가가 시작된 2000년 이후 6년간 걸프지역으로 유입된 오일머니 규모
는 1조 3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증가된 오일머니의 약 40%가 수
입증가의 형태로 해외로 다시 누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유가상승폭이 커지
면서 이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의 이 비율은 1970년대 오일
붐 시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 지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계속 증
가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며, 세계적인 불균형(global imbalance)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걸프지역의 상품수입 중 선진국으로부
터의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 비
중이 증가하고 있어, 선진국 특히 미국과 석유수출국 간의 불균형이 큰 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 석유수출국의 지역별 상품수입 비중을 보면 1981년과 2004년 사이
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4.7% 포인트 감소한 반면,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6.6% 포인트 증가하고 기타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도 8.0% 포인트
증가하였다.
걸프 국가들을 비롯한 석유수출국들은 경상수지 흑자 중 약 40%를 포트폴리오
투자의 형태로 해외에 투자하고 있으며, 비슷한 규모를 외환보유고의 축적에 사용
하고 있다. 외국의 국공채, 해외기업의 주식 및 채권 매입과 같은 포트폴리오의 비
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 반면, 1970년대 오일머니의 주요 유출 형태였던 외
국은행 예금의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보면 국
제은행을 통한 오일머니의 리사이클링이 1970년대만큼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걸프국가들이 안전한 은행 예치보다는 투자방식
을 다양화하면서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기업이나 시장에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
수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흥시장의 자산, 헤지펀
드, 해외부동산, 해외 M&A 등도 걸프 국가들의 중요한 투자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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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투자자금들이 지역별로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국
으로부터 오일머니가 이탈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9.11사태 이후 일시
적인 이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걸프지역의 경우 오일머니의 유입은 대부분 정부의 재정수입 증가로 나타나는
데, 이 지역 정부는 재정수입 증가에 따라 지출도 증가시키지만 최근에 그 증가폭
은 재정수입 증가의 30 4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오일 붐
시기에 과도한 재정지출 증가로 결국 공공채무 누적에 직면했던 1970년대와는 달
리, 최근에는 걸프 각국이 오일머니를 과거에 비해 매우 신중히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과 같이 공공채무가 누적되었던 국가는
재정흑자를 공공채무 상환에 많이 사용한 반면, 다른 나라는 석유안정기금을 많이
축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이후 6년간 걸프지역 국가의 석유안정기금은 최
소 2,000억 달러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이 바로 적극적 해외투자의 재
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5. 오일머니의 경제적 영향
여기서는 오일머니가 걸프지역 국내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
런데 오일머니 유입이 특히 2003년 이 지역에 높은 경제성장률과 막대한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의 흑자를 가져왔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여
기서는 이외에 다른 거시경제변수나 자산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좀더 살펴볼 것
이다.
우선 물가의 변화를 보면 2003년 이후 이 지역의 물가상승률은 그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란을 제외한 걸프지역은 전통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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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었는데, 그것은 정부가 보조금과 같은 암묵적인 방식으로 물가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품시장이 높은 수준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18) 2002년
이전의 5년 동안 GCC 지역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1.4 2.2%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은 물가가 모든 나라에서 상승 기조를 보였으며, 특히 UAE와 카타르에
서는 4.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서 유
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이다.19) UAE와 카타르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고 건설부문 투자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물가상승
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UAE 두바이의 경우 인구증가율이 연간 10%
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결과 주택부족과 부동산경기 과열로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CC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그림 2-11. 걸프지역의 국가별 물가상승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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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2006d)

18) 최근 세계적인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원유가격 상승이 이 지역에서는 정부의 보조금 확대
덕분에 석유제품 가격에 거의 전가되지 않고 있는데, IMF(2006b)에 따르면 이 지역의 유가상승
전가율은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19) 2002년까지 GCC의 연간 총통화 증가율은 4 13%수준이었는데, 2003년 이후에는 13 22%
수준으로 높아졌다. 다만 이란과 오만에서는 통화증가율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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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는 이란의 물가상승률은 최근
에 오히려 약간 하락하였는데, 이는 수입자유화 조치와 오일머니 유입 덕분에 소비
재 수입이 증가하여 생필품 부족 문제가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GCC지역의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특히 명목환율이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오일머니 유
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실효환율은 2001년 이후 약 10%가 절하되었다. 이것은 무엇
보다도 달러의 가치하락 때문이다. 고정환율제 덕분에 GCC에서는 자원수출국이
흔히 겪는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차피 비석유제조
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석유부문의 수출증대 효과는 거의 없다. 이란은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2002년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이후 명목환
율이 절하되면서 실질실효환율도 소폭 절하되어 수출경쟁력이 악화되지는 않았다.
오일머니 유입에 의한 국내 유동성 증가가 일반 물가의 상승으로도 나타났을 뿐
만 아니라, 더욱 극적인 변화는 GCC 국가의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났
다. 2003년 이후 주식가격과 부동산가격은 거품이 형성되었다고 할 정도로 급등하
였다. 먼저 주가 급등을 살펴보면 GCC 지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002년
1,80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005년말에는 1조 1천억 달러로 3년 사이에 무려 6.8
배나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UAE의 주가지수는 같은 기간 무려 12배가 상승
하였는데, 2005년 한해에만 3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
타르 등도 3년 동안 6 8배가 상승하였다. 하지만 2005년말로 접어들면서 걸프지
역의 주가는 급락하였는데, UAE의 경우 6개월 사이에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하락
하였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급등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풍부한 국내유
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은행예금의 증가와 더불어 은행
의 민간부문 대출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대출의 많은 부분은 기업대출이 아닌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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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출이었으며 이 중 많은 부분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었다.20) 주식투자 증거금
(margin lending)에 대한 대출이 전체 대출의 무려 5 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두 번째는 GCC 국가에서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가 활
발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고유가와 더불어 기업의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GCC지역에서 IPO 건수는 2004년에 12건에서 2005년에 25건으로 증
가했으며, 2006 08년에는 116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21) 마지막으로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부분적인 주식매각도 주가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는데,
정부는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부의 재분배
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공모가격을 매우 낮게 책정하였다. 이것은 공모 경쟁률을
높이고 주식시장을 과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2)
부동산 시장의 과열 역시 주식시장과 비슷한 투기의 양상을 보였다. 높은 인구
증가율에 따른 주택부족과 사무실의 부족도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무
엇보다도 풍부한 유동성이 투기를 초래하였다. GCC 지역에서 은행들은 주택가격
의 95%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었다. 그리고 바레인, 오만, 카타르 등에서는 개
인대출 및 건설부문 대출이 총 대출의 37 53%를 차지하였다. UAE의 경우 부동
산부문에만 은행 대출의 13%가 유입되었다는 분석이 있다.23)
오일머니의 유입과 더불어 GCC지역의 금융시장에는 이외에도 몇 가지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는데, 우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형태의 기업금융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있다. 오일머니가 이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자금공급도 풍부해

20) GCC 전체 은행의 민간대출 규모는 2002년 1,500억 달러 수준에서 2,600억 달러 수준으로 증
가하였다.
21) MEED(3. Mar. 2006), “Pace of IPOs pick up.”
22) IPO가 이루어지면 엄청난 과열경쟁이 발생하는데 2005년에는 평균 경쟁률이 71대 1이었으며
IPO를 통해 조달한 자본금 규모는 62억 달러에 이르렀다.
23) Capital Intelligence Group(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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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을 뿐만 아니라, 석유 및 가스 관련 플랜트 건설의 발주가 급증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 것이 그 배경이 되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04년
GCC 지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는 1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24) 아직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보험시장도 성장하고 있는데, 카타르, UAE, 쿠웨
이트에서 특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채권시장도 아직 초보적인 수준
이기는 하지만 최근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채권발행을 늘이면서 발행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25) 한편 UAE, 바레인, 카타르 등은 최근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성장에 자극을 받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자국을 중동지역
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24) MEED(2006. 3), pp. 24 30.
25) 중동 전체의 회사채 발행건수는 2001년 이전에는 10건 미만이었지만 2004년에는 23건, 2005년
에는 4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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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정책의 방향
가. 거시경제정책
걸프지역 국가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과 큰 차이
를 보인다. 예를 들어 경기나 주요 거시경제변수를 관리하는 거시경제정책은 다른
지역에서만큼 큰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이 지역의 경기는 무엇보다도 국제유가의
변동에 좌우되기 때문이며, 그에 따른 오일머니가 정부재정이나 국내 금융시장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른 조세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
정상황은 오일머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거시정책의 수단으로서는
의미가 거의 없다. 그리고 환율은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고 화폐시장도 크게 발
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금융정책 역시 큰 의미가 없다.

나. 산업정책
걸프지역 국가의 경제정책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의
판매를 통해 얻는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화석연료가 고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다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석유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
하기 위한 걸프지역 국가의 핵심적 정책은 국제유가 관리정책과 석유생산능력 확
충 정책이다. 2000년 이후 국제유가는 20달러대에서 70달러대로 짧은 기간에 3배
이상 급등하여 걸프지역에 많은 오일머니를 가져다주었지만 걸프지역 국가들이 희
망하는 것은 유가의 급등이라기보다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유
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유가의 급락은 국내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
하고 심지어 보조금의 축소와 실업문제 악화 등으로 체제의 안정까지 위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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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걸프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반대로 유가의 급등은 세계경
기의 침체를 가져오거나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하여 원유수요의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걸프국가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걸프국가들은 국
제유가를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통해
생산쿼터를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2000년에는 목표유가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감산을 추진하여 저유가를 고유가로 전환시
키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2003년부터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과 중국의 석유
수요 급증 덕분에 산유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계속 상승하였다. 석유공급
능력이 수요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최근
에너지정책에 있어 걸프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생산량 조절이 아니라 원유의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걸프국가들은 중국과 인도의 석유소비가 당분간 꾸
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최근 석유개발투자에 대규
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천연가스도 환경친화적 연료로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가스개발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걸프국가들은 석유와 가스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자원의 고갈에 대비한 비석유산업의 육성, 즉 산업다각화를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제조업이나 농업,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미래를 대비하는 데도 중요
할 뿐만 아니라 현재 걸프국가의 가장 큰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이다. 1980년대 이후 산업다각화가 20년 이
상 추진되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업, 바레인의 금융업, UAE 두바이의 서비스
산업 발전 등 일부를 제외하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체
적인 평가이다.26) 하지만 최근에는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산업다각화 정책을 더
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조업에서는 에너지연관 산업인 석유화학, 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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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늄, 비료 산업 등이 주요 육성대상이다. 이러한 산업은 걸프지역의 풍부한 에너
지원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다. 서비스산업 역시 정부가 육성을 추진하
고 있는데 금융, 관광, 물류, 비즈니스서비스 등을 주요 육성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대부분 경제자유구역(economic free zone) 조성을 통
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다각화 정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도 뒤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다. 경제개혁 정책
20년 이상 산업다각화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걸
프지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때문이다. 즉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대수입형 국가’로서 정부가 압도적인 경제적 역할을 하고 민간경제가 거의 발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주도의 산업정책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
고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조금을 통해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상황에
서는 취업은 물론이고 직업교육이나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낮을 수밖
에 없다. 인적자본이 축적된 노동력의 부족과 근로인센티브의 부족은 걸프지역, 특
히 GCC 산업다각화 정책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하는 제도적 장애요인, 불투명하고 불공정
한 행정절차, 부패와 같은 거버넌스상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내국인투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의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26) 1990년대까지 GCC의 산업다각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ESCWA
(2001), Economic Diversification in the oil-producing countries: The case of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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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개혁 조치
2002년에 사우디아리비아는 민영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민영화의 대상이 된
20개 분야에는 Saudi Arabian Mining Company, Saudi Basic Industries Corporation,
Saudi Electricity Company, Saudi Telecom, Saudi Arabian Airlines 등 주요 대규모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분야도 포함되어 있었다. 2003년에는 증권
시장의 육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감독청(Capital Market Authority)의 설립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국내펀드 가입을 통
한 간접투자만 허용되었던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주식을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9월에는 석유부문을 제외한 광업 분야에 외국인 및 민간투자자
의 참여를 허용하는 광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발, 생산, 운송, 하류부문 가공에 필요한 인프라의 개선을 약속하였다. 2004년에는 소
득세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를 석유가스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
역에서 20%로 감축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투자청(SAGIA)은 2004년 10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친화적 환경조성,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에너지,
운송, 지식산업분야의 투자기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5개년 전략을 발표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의 양자 간 협상 타결을 마지막으로 10년 이상의 협상 끝에
2005년 말에 드디어 WTO에 가입하였는데,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개방과 개혁정책
이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유 때문에 걸프지역의 외국인투자 실적은 1990년대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경제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걸프지역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27) 경제개혁의 방향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하고 경
제개방을 통해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정부역할 축소와 민간

27) 1990년대 이후 중동국가들의 경제개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박복
영(2004), 1990년대 이후 중동의 경제개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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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영화와 보조금 축소, 중소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였다.28)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0년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GCC지역에서 민영화는 정책적 선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
으나 2002년 이후 민영화가 크게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영화는 주로 통
신, 전력, 항공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분야 국영기업의 주식을 공개하여 부분 매각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간산업의 기업공개가 완료된 나라에서는 정부가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 소유 지주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조
기업과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각하는 단계로 진입하였다. 최근에 민영화가 일부 국
가에서 크게 진전된 것은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화되고 관련 제도를 정
비한 데도 이유가 있지만,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민간부문의 투자자금이 풍부해진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29) 그리고 유가 상승이전에는 민영화의 실질적 목적
이 재정수입 증대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민에게 국부의 일부를 환원하고 투자기
회를 제공하며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의 IPO 시 주
식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표 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비교적 민영화가 크게 진전된 반면
쿠웨이트에서는 의회의 계속된 반대로 거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의 경우에도 정부소유 지분의 일부를 민간에 매
각하는 형태에 그치고 경영권까지 민간에 이양하는 형태로 진전되지는 않았기 때
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민간부문의 활성화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공기업

28) 2006년에 발표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제8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GDP 중 민간부문의 비중을
54.6%에서 57.5%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민영화의 가속화와 중소기업의 육성
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MEED(23, Jun. 2006).
29)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03년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자본시장감독청이 IPO를 관리하면서
민영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당분간 민영화 매각 규모는 연간 50억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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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걸프지역 국가의 주요 민영화 실적 및 계획
국가

기업명

Emaar The economic city
Kayan Petrochemical company
Saudi International Petrochemical
(Sipchem)
Saudi Arabian Mining Company
Red Sea Housing Services
Al-Hokair (유통업)
사우디아라비아
Almarai Company (낙농업)
Saudi Dairy & Foodstuff Company
Power & Water Utilities company for Jubail &
Yanbu (Marafiq)
Al Bilad Bank
National Company for Cooperative Insurance
Saudi Telecom
Arkan Building Materials Company
Emirates Foodstuff & Mineral Water Company
UAE
Emirates Cement Factory
Emirates Ship Investment Company
쿠웨이트
Kuwait Airways Company
Al Khaleej Bank
Al Rayyan Bank
Gulf Cement Company
카타르
Waste Management Service
Industries of Qatar
Qatar Telecom
바레인
Albaraka Banking Group
Oman Fisheries
Oman Flour Mills
오만
Oman Cement
Barka Power and Desalinization Project
Iran Marine Industries Company
이란
Khouzestan Cement Company

규모
시기
(백만 달러)*
1,215(30%) 2006(예정)
1,440
2006(예정)
(30%)

2006(예정)

1,000
(30%)
(30%)

2006(예정)
2006(예정)
2006(예정)
2005
2005
2005

400(50%)
93(70%)
4,080
223

681
600
24%

475
21
246

주: * ( ) 안의 %는 전체 자본금 중 매각규모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MEED지 각호; World Bank Privatization Database 등을 참고로 작성.

2004
2004
2003
2006
2005
2005
2005
계획 중
계획 중
2006
2006
2005
2003
1999
2006(예정)
계획 중
2003
2003
2000
20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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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매각은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에게 한정되어 있다.30) 이란 역시 민영화기구
(Iran Privatization Organization)까지 만들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주식시장이 침체 상태에 있고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유력한 민간투자자가 없는 것이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다. 공기업의 기업공개
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각된 주식을 다른 준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민영화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현재 보수파인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부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하면서 민간기업이나 외국인 투
자자가 공기업을 소유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민영화는 더욱 지연될 것으
로 관측되고 있다.31)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 규제의 완화 역시 2000년 이후 걸프지역의 중요한 경
제정책적 변화 중 하나이다. 그 이전까지 바레인을 제외하면 걸프지역은 외국인투
자에 대한 규제가 가장 심하고 투자환경도 매우 열악한 지역 중의 하나였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지분이 49%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도소매와 같은 소규모
투자의 경우도 내국인 파트너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소위 스폰서제도(sponsorship)
가 있었다. 그리고 자국민의 고용 확대를 위해 현지인의 의무고용비율이 있었으며,
걸프지역의 가장 유망한 투자분야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분야는 외국인투자가 거
의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부패나 관료주의와 같은 심각한 행정 비효율성도 투자
의 큰 장애 요인이었다. 2000년 이후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효율성을 해소하
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모든 걸프지역 국가에서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 이 지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국내 자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국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 노하우를 들여와 국내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30) 걸프지역에서 IPO가 활성화되면서 유럽계 투자자문사, 투자은행, 컨설팅 및 법률회사 등은 최근
에 걸프지역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31) MEED(Jul 7. 2006), “Supreme leader restates privatizat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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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이란은 최근 외국
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였다. 법안의 내용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49%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와 스
폰서제도를 철폐하고,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며 법인세 감면 등 투자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것이다. 다만 이란은 외국인투자 지분을 여전히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2004년 보수파의 의회 장악과 2005년 보수파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다시 외국인투
자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UAE도 상법 개정을 통해 외국
인 지분제한 완화와 스폰서제도의 철폐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상공인들이 반발
하고 있어 통과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 덕분에 걸프지역의 투자환경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에 따르면 [표 3-3]
에 정리된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은 155개 평가대상 국가 중
표 3-2. 최근 걸프국가의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변화
국가

법안

사우디아라비아

외국인투자법 제정
(2000년)

49% 외국인지분제한 폐지
스폰서제도 폐지
부동산 소유제한 완화

쿠웨이트

외국인투자법 제정
(2001년)

스폰서제도 폐지
외국기업 법인세 면세기간 연장

카타르

외국인투자법 제정
(2000년)

외국인지분 49%까지 허용
(관광, 의료, 교육 등은 100%까지 허용)
상장기업주식 25%까지 직접매입 허용

이란
UAE

내용

외국인투자보호 및 촉진법 제정 비석유부문 투자촉진
석유부문 투자보장
(2002년)
상법 개정
(예정)

49% 외국인지분제한 폐지(안)
스폰서제도 폐지(안)
부동산 소유제한 완화(안)

자료: EIU country profile; MEED; 각국 정부자료 등을 이용하여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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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걸프지역 주요국의 부문별 기업환경 순위(2005년 기준)

종합순위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 등록
대출
투자자보호
세금
수출입
계약이행
폐업

사우디
아라비아
38
147
34
28
3
56
74
5
87
95
67

UAE

쿠웨이트

오만

이란

69
143
67
73
10
104
96
6
19
133
130

47
87
95
26
79
52
71
8
69
98
45

51
61
114
33
19
147
50
4
79
87
76

108
54
145
112
98
64
138
23
132
55
94

주: 155개 평가대상국 중 해당국 순위를 의미함.
자료: World Bank(2006a).

상위 1/3에 포함되었다. 반면 아직 외국인 지분제한이 있는 UAE는 69위에 머물렀
으며 이란은 10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부문별로 보면 세율이 낮고 소유권 등록
이 용이하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기타 행정절차나 투자자보호, 계약이행
등은 여전히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32)
그런데 이런 몇 가지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걸프국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그림 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에
도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추세는 과거와 거의 변화가 없다.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를 가장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에서는 투자가 오히려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다만 과거부터 비교적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던 바레인

32) World Bank(2006c)는 정부 거버넌스 측면에서 걸프국가의 행정의 질이나 공공부문의 책임성
(accountability)도 최근에 크게 개선되었지만 후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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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걸프지역 국가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억 달 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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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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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0
-1 5
-2 0
-2 5
이란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사우디

자료: IMF(2005b)

과 오만에서는 투자가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투
자도 2003년에 약 4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 국가의 성
과에도 불구하고 걸프국가에 대한 투자는 국제적으로 보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것은 석유의존적 경제구조, 양질의 노동력 부족,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대한
불신, 지정학적 불안정 등이 지속되는 한 일부의 규제완화나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에너지개발정책
가. 배경
국제유가가 10달러대에 머물렀던 1990년대에 걸프지역 국가들은 석유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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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기 위한 투자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국제유가가 매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러
시아와 중앙아시아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걸프
국가들은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없었다. 즉 석유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
서 원유 탐사 및 개발에 투자를 하여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하는 것이 자칫 원유의
과잉공급으로 이어져 1985년과 같이 유가의 폭락으로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
다. 그리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제유가는 실제로 1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걸프지역에서 석유개발투자의 위축은 더욱 심각해졌다. 세계 석유수요
와 국제유가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의 위축을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
지만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도 투자부진의 한 원인이 되었다. 국제유가가 낮았기
때문에 많은 걸프국가가 재정적자에 시달렸고, 대부분의 나라가 석유 상류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이저 기업이 투자할 수도 없
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2002 03년을 전후하여 급격히 변화하였다. 2000년에 급
반등한 국제유가는 3년간 20달러 이상을 계속 유지했으며, 세계의 석유수요도 계
속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이 세계 석유수요 증가를 주도하였는데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과 2004년 중국의
석유소비증가율은 각각 12%와 16%에 이르렀다. 세계 전체 석유수요 증가율이
1 2% 수준임을 감안하면 중국의 증가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일일 석
유소비량은 2002 05년의 3년만에 100만 배럴이나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
석유개발투자의 부진과 2000년대 초 중국 석유소비량의 급증은 걸프국가를 중심
으로 한 OPEC 국가들의 여유생산능력의 급격한 감소로 귀결되었다.33) [그림 3-2]와

33) 여유생산능력(spare capacity)이란 현재의 실제 생산량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생산능력을 일
컫는다. OPEC 산유국들은 일반적으로 여유생산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생산쿼터를 적절히 조절함
으로써 국제유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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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중동국가의 원유생산량과 여유생산능력 추이
40

30

백만 배럴/일 20

10

0
1971

1982
생산량

1993

2004

지속가능 여유생산능력

자료: IEA(2005)

같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동국가의 여유생산능력이 하루 300만 500만 배럴
에 이르렀지만 2003년 이후에는 하루 100만 배럴 내외로 감소하였다. 2005년 말
현재 걸프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40만 배럴, 이라크가 40만 배럴의 여유
생산능력을 갖고 있고 다른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4) 이라크는 통
계상으로 여유생산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치안상황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생산을 늘리기가 어렵다.
결국 지금의 생산능력으로는 현재의 석유수요를 충당하기도 빠듯한데, 앞으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석유수요 증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걸프지역 국가들
이 생산능력을 확충할 수밖에 없다. IEA에 따르면 세계석유수요는 2005년에 하루
8,360만 배럴에서 2030년에는 1억 1,540만 배럴로 3천만 배럴 이상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었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의 수요증가가 세계
전체 수요증가분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세

34) IEA, Monthly Oil Report, variou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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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전체 수요증가분 중 약

는 중동지역의 생산 증가에 의해 충족될 것으로 전망

되었다. 즉 중동지역의 석유생산량은 현재 하루 약 3천만 배럴에서 2030년에는 5
천만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해, 북미, 서시베리아 같은 비OPEC 지역
의 유전은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서 산유량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세계 석유매장
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걸프지역은 아직도 풍부한 생산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
이다.35)
걸프지역 국가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의 세계 석유수요 증가에 대해 확
신을 가지지 못했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시장의 강한 석유
수요 증가세를 보면서 향후의 석유수요 증가에 대해 상당한 확신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걸프국가들이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은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통해 석유 수요
가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것과, 유가상승이 경기둔화와 에너지절약으로 이어져 석
유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국제유가가 3배 이
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석유파동 때와 같이 석유수요가 급감하지 않았다
는 사실은 걸프지역 국가들에게 장래의 석유수요 증가에 대한 강한 확신을 심어주
는 계기가 되었다. 재생에너지나 바이오연료와 같은 대체에너지가 일부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크게 줄일 만큼은 아니며 수소에너지가 경제성
을 지니기 위해서도 앞으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GTL(Gas to Liquid), 오일샌드, 오일쉘과 같은 소위 비전통적 석유(non-conventional oil)의 개발도 촉진되고 있지만 이들이 전체 원유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아직도 2%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전통적인 원유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지금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적어도 수십 년간은 여전히 인류의 가장 중

35) BP의 통계에 따르면 북미와 유럽의 가채연수는 각각 12년과 22년에 불과하지만 중동의 가채연
수는 82년에 이른다(BP, 2005). 그리고 OECD국가의 석유생산비용은 배럴당 16달러에 이르지
만 대부분의 걸프지역에서는 아직 5달러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IE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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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에너지원으로 남아 있을 것이 분명하며 추가적인 공급증가의 상당부분은 걸
프지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36) 이러
한 장기적인 전망과 최근 중국과 인도의 급속한 석유수요 증가가 걸프국가들로
하여금 석유생산능력 증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
에 오일머니가 유입되면서 그것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되었다.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석유보다도 더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현재 세계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은 2.7조 입방미터인데, 앞으로는 매년 2.1%씩 증
가하여 2030년에는 4.8조 입방미터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IEA의 전망이다. 그 결
과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21%에서 2030년에
는 2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37)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천연가스 시장이
지금까지는 공급량이 과다하여 수요자시장(buyer's market)이었지만, 앞으로는 수
요급증으로 인해 공급자시장(seller's market)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천연가스 역시 세계 전체 매장량의 40%가 걸프지역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
에 이 지역에서의 천연가스 생산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EA는 북
아프리카를 포함한 중동지역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2003년에 0.4조 입방미터에서
2030년에는 1.2조 입방미터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14%에서 25%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러한 전망에 기초하여 걸프지역 국가들은 2000년 이후 천연가스의 생산 증가에도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다만 천연가스는 석유와는 달리 운송이 까다롭고 판매

36) IEA(2005)는 2030년에 1차 에너지원 중 석유의 비중이 현재의 35%보다 겨우 1%포인트 낮은
34%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37) 천연가스는 청정원료라는 환경적인 이유로 석유나 석탄의 대체에너지로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발전분야에서의 수요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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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중동 걸프지역의 에너지자원(2004년 기준)
석유생산량
(천 b/d)

석유수출량
(천 b/d)*

석유매장량
(억 배럴)

천연가스 생산 천연가스 매장량
(10억 m 3)
(10억 m 3)

사우디

10,584

6,813

2,627

64

6,750

UAE

2,667

2,172

978

46

6,060

쿠웨이트

2,424

1,414

990

10

1,570

오만

785

906

56

18

1,000

카타르

990

542

152

39

25,780

바레인

180

4

1

10

90

GCC 합계

17,630

11,851

4,804

187

41,250

이란

4,081

2,684

1,325

86

27,500

이라크

2,027

1,450

1,150

0

3,170

GCC+2 합계

23,738

15,985

7,279

273

71,920

세계 전체

80,260

42,692

11,886

2,692

179,530

GCC 비중

22.0%

27.8%

40.4%

6.9%

23.0%

GCC+2 비중

29.6%

37.4%

61.2%

10.1%

40.1%

자료: BP; OPEC.

처를 확보한 다음에 생산을 시작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산능력 확충
에 석유보다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나. 현황
1) 석유
사우디아라비아는 2004년 현재 원유매장량이 2,600억 배럴, 원유생산량이 하루
1,060만 배럴로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과 생산량, 수출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
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생산량은 2000년 하루 약 950만 배럴에서 5년 사이에
100만 배럴 이상 증가하였는데, 생산능력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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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생산능력의 자연감모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서는 아직 낮기는 하지만 연간 60만 배럴에 이르기 때문에 기존의 생산능력을 유
지하고 앞으로 세계의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유전 보수 및 신규유전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가 불가피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9년까지 원유생산능력
을 하루 1,250만 배럴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유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5년 현재 하루 1,050만 내지 1,100만 배럴의 지속가능한
원유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약 20개의 유전이 생산 중에 있다.38) 그 중 최대
유전인 가와르(Ghawar) 유전에서만 전체 산유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520만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가와르 유전 전체 매장량의 60% 이상이 이미 채굴
된 상태이며, 유전이 계속 성숙해감에 따라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생산을 유지하기
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PEC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사우
디아라비아는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2010년까지 9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혹은 계
획 중인데, 이 중 3개는 기존유전의 업그레이드 사업이고 6개는 신규유전 개발사
업이다. 예상되는 투자금액은 총 240억 달러 수준이다.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되면 하루 346만 배럴의 생산능력이 추가될 것이다. 이 중 가장 큰 사업은 쿠라이
스(Khurais) 유전개발 사업으로 총 90억 달러가 투자되어 2009년부터 하루 최대
1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상류부문 투
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에는
내부 자금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
코(Aramco)를 제외한 어떤 회사도 석유자원의 개발 및 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석유회사가 석유개발 지분을 갖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
38) NGL(natural gas liquids)를 제외한 생산능력이다. NGL이란 천연가스로부터 LNG 및 LPG
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액화물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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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9) 다만 지금까지 오일메이저들은 아람코와의 기술서비스(technical service) 제
공 계약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상류부문에 진출하고 있다.
UAE는 2004년 현재 원유 매장량이 978억 배럴이며 생산량은 하루 267만 배럴
로 GCC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원유생산량은 석유수요
에 따라 다소 등락은 있었지만 최근 10여 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3년
이후에는 최대 생산능력에 가깝게 생산하고 있는데, IEA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말 여유생산능력은 하루 5만 배럴에도 미치지 못한다. UAE 역시 수요증가에 부응
하기 위해 2006년까지 원유생산능력을 하루 300만 배럴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갖
고 있다. OPEC에 따르면 UAE는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2010년까지 8개 유전의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중 5개는 기존유전의 증산, 2개는 신규유전 개발, 1개
는 재개발 프로젝트이다. 이 중 최대 사업은 현재 최대 유전인 자쿰(Zakum) 해상
유전 근방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들의 계획에 따르면 UAE의 원유생산능
력은 2010년까지 하루 약 80만 배럴이 더 추가될 예정이다.
UAE의 헌법에 따르면 천연자원에 대한 권한은 각 에미리트가 가지며, 연방차
원에서는 결정권이 거의 없다. 6개 에미리트 중 아부다비(Abu Dhabi)가 전체 매
장량의 약 94%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바이와 샤르자(Sharjah) 에미리트가 각각 20
억 배럴과 15억 배럴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AE는 사우디아라
비아와는 달리 외국석유기업의 상류부문 개발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몇몇 소규
모 유전의 경우 100% 외국인 지분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두바이의 경우 미
국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사의 100% 자회사인 두바이석유회사(Dubai
Petroleum Company)가 외국기업 컨소시엄을 대표해서 주요 유전을 운영하고 있
다. 아부다비의 경우 국영석유회사인 ADNOC가 석유생산을 주도하고 있는데 양

39) 쿠웨이트와의 중립지대에는 외국석유회사가 석유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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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OPEC 회원국의 석유개발 투자계획 (2005 2012년)

누적투자예상액(10억 달러)
프로젝트 수(건)

알제리아 인도네시아

이란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베네수엘라

주: 막대그래프는 투자액을, 점은 프로젝트 수를 나타냄.
자료: OPEC(www.opec.org).

해협정(concession agreement) 방식으로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앞에
서 말한 자쿰 부근(Upper Zakum) 유전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미국의 엑손모빌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하였으며, 이 회사는 28%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일본
석유개발(Japan Oil Development Company: JODCO)은 1972년에 투자를 하여
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990억 배럴의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약 250억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쿠웨이트 역시 여유생산능력이 하루 5만 배럴 정도에 불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우선 중기적으로 2010년까지 원유생산능
력을 300만 배럴까지 늘리고 2020년까지는 400백만 배럴까지 늘린다는 야심찬 계
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소요될 비용은 8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부 유전지대를 개발하는 이 사업은 흔히 ‘프로젝트 쿠웨이트(Project Kuwait)’라
고 불리는데 이 사업에 최초로 외국석유기업을 참여시킬지 여부가 최근 수년간 쿠
웨이트 에너지정책의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유전성숙이나 걸프전 피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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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유전의 내부압력이 하락하여 원유증산이 기술적으로 어렵게 되자, 발전된 기
술과 풍부한 자본을 가진 외국기업의 석유상류부문 참여 허용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하지만 의회 내 강경파들이 외국기업 참여는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소유의 헌
법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법안이 실제로 부
결되었다.
쿠웨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찬가지로 1975년 석유산업 국유화 이후 외국기
업의 상류부문 지분참여를 금지하고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Kuwait Petroleum
Corporation: KPC) 자회사인 쿠웨이트석유(Kuwait Oil Company)가 개발과 생산
을 모두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오일메이저들은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s)을
통해 기술만 제공하고 있다. 북부유전에 한정하여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려는
‘프로젝트 쿠웨이트’는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수년간 지연되고 있지만 KPC는
2005년에 법안통과를 가정하고 사전심사를 통해 3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
로 선정하였다. 3개 컨소시엄은 쉐브론텍사코(ChevronTexaco), BP, 엑손모빌
(ExxonMobil)이 각각 주도하고 있다.40) 오만은 현재 하루 약 78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매장량은 56억 배럴에 불과하여 다른 걸프국가에 비해 매우 빈약
한 편이다. 그리고 유전의 규모도 작고 생산비용도 높은 편이다. 오만의 석유생산
량은 2000년에 하루 97만 배럴로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 추세에 있는데, 새로운
대형 유전이 발견되지 않은 한 향후 20년 이내에 중요한 석유수출국의 지위를 상
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오만 석유개발 정책의 핵심은 기존유
전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Enhanced Oil Recovery: EOR)이며, 이를 위해 외국엔
지니어링 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만의 석유개발은 오만석유개
발회사(Petroleum Development Oman: PDO)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오만
40) 컨소시엄에는 Total, Occidental, Shell, PetroCanada와 같은 서구 석유회사 외에도 중국의
Sinopec, 인도의 Indian Oil Co., 러시아의 Sibneft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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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60%), 쉘(Shell, 34%), 토탈(Total, 4%), 파텍스(Partex, 2%)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다. PDO는 전체 유전의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의 85%를 담당
한다. 해상유전에는 생산물분배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SA)의 형태
로 외국석유기업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계 오일메이저 외에도 네
덜란드, 일본, 중국 등의 석유회사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카타르는 약 150억 배럴의 석유매장량을 갖고 있는데 그중 약

는 콘덴세이트

형태로 매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하루 100만 배럴에 이
르는 석유생산량 중에서 콘덴세이트나 다른 천연가스 액화물(NGL)의 비중이 높
다. 카타르 역시 석유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에 시작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원유생산능력(NGL 제외)을 하루 80만 배
럴에서 2006년말까지 87.5만 배럴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16억 달러
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콘덴세이트와 NGL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
한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 카타르가 최근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은 천연가스를 디젤로 전환하는 GTL 프로젝트이다. 카타르는 6개의 GTL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중 3개는 플랜트비용의 상승으로 사업진척이 일시 중단되었
으며 나머지 3개는 진행 중이다.41) 카타르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06년 하루
3.4만 배럴의 디젤생산량을 2012년에는 하루 50만 배럴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OPEC에 따르면 카타르는 석유증산을 위해 2011년까지 18개의 프로젝트를 추
진하고 있는데, 원유개발 프로젝트가 5개, GTL 프로젝트가 4개이며 나머지 9개는
콘덴세이트 및 NGL 프로젝트이다. 원유개발을 통해서는 하루 35만 40만 배럴,

41) 현재 진행 중인 3개 프로젝트는 카타르국영석유(Qatar Petroleum)와 남아공의 SasolChevron이 합작으로 진행 중인 오릭스(Oryx) GTL 프로젝트, Shell이 추진하는 펄(Pearl)
GTL 프로젝트, 엑손모빌 GTL 프로젝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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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L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하루 40만 배럴, NGL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하루 80
만 90만 배럴의 석유를 더 생산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카타르의 석유생산능력
(NGL, GTL 포함)은 현재의 하루 약 100만 배럴에서 2011년에는 260만 배럴로
증가하게 된다.
카타르의 석유생산은 카타르국영석유(Qatar Petroleum)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되며 외국기업의 상류부문 참여는 생산물분배계약의 형식으로 폭넓게 허용되
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탐사와 생산을 촉진하고 기존유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생산물분배계약의 계약조건을 더욱 개선하였다. 현재 외국
석유기업이 카타르 석유생산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탐사 및 개발권 부여에

관한 일관된 법적 규정은 없으며 사업별로 협상에 의해 계약조건이 정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1,325억 배럴의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
며, 2005년에는 석유생산량이 하루 420만 배럴에 이르러 걸프지역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 다음으로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이 중 원유가 390만 배럴 정도를
차지하는데 원유의 최대생산능력이 400백만 배럴 남짓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란
의 여유생산능력도 하루 10만 배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전문가
들은 이란의 경우 신규 유전이 시급히 개발되지 않으면 생산능력이 감소할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존 유전의 자연감모율도 8 11%, 즉 하루 30
만 50만 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란이 세계 석유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신규 유전의 탐사 및 개발, 그리고 기존
유전의 회수율 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란은 1974년에 하루 6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였고 충분한 매장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42) 현재 이란은 2010년까지 원유생산능력을 하루 480만 500만 배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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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기존 유전의 생산 감소 속도, 이란의
자금사정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획기적으로 투입되지
않으면 이러한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43)
이란 헌법은 천연자원에 대한 외국기업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란은
1990년대 말 이후 석유 상류부문에 대한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소위 ‘바이백
(buy-back)’ 형태의 계약을 통해 외국석유회사의 상류부문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외국석유회사의 이란 지사가 이란국영석유(National Iranian Oil
Company: NIOC)와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하면, NIOC는 경상비용과 자본
비용 그리고 약간의 위험 프리미엄을 생산된 석유나 가스의 형태로 지불하게 된다.
그리고 5 7년 정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운영권을 NIOC에게 이전한다. 이러한
바이백 계약으로 이란은 지금까지 약 200억 달러의 외국자본을 유치했지만, 이 거
래는 일반적인 생산물분배계약에 비해 외국석유기업에게는 매력이 떨어진다. 계약
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가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개발에 성공해도 유전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투자유입이 예상만큼 많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란 정부는
조건을 더 개선하려 했지만 국내에서의 반발 때문에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백 계약의 도입 이후 이탈리아의 ENI(Darkhovin 유전), 프랑스의 Total
(Doroud 유전), 일본의 Inpex 주도의 컨소시엄(Azadegan 유전), 중국의 CNPC
(MIS 유전) 등이 신규유전 개발 및 기존유전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특
히 30년래 최대유전으로 260만 배럴의 매장량을 가진 아자데간 유전의 경우 일본

42) 1979년 이슬람혁명과 그 후 8년간 이라크와의 전쟁 기간 동안 석유생산 시설이 파괴되어 1980
년대에는 원유생산 능력이 하루 300만 배럴까지 감소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상류부문에 대
한 투자가 재개되어 현재는 생산능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43) IEA(2005), p. 354; EIA, Country analysis briefs; Iran(www.eia.do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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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OPEC의 석유생산능력 추이와 전망(2000 10년)
(단위: 백만 b/d)
기타 액화물
원유생산능력
OPEC 원유수요 추정치

원유생산능력
기타 액화물
전 체

자료: OPEC(www.opec.org)

Inpex사를 주관회사로 한 외국석유기업 컨소시엄이 20억 달러의 투자계약을 체결
했지만 최근 이란의 정권교체와 금융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OPEC에 따르면 이란은 석유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2012년까지
15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석유생산능력은 2012년까지 하루 200만 배럴이 추가 증가되겠지만, 모
든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실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2) 천연가스
걸프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72조 입방미터에 이르는데, 이는 세계 전체
매장량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하지만 현재 걸프지역의 생산량은 세계 전체
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이 지역에서 천연가스의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은 확실하다.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걸프지역의 가스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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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유는 걸프지역과 가스수입국 사이의 거리가 멀고 대부분
파이프라인이 아닌 LNG 형태로 운반되어야 해 운송비용이 비쌌기 때문이다. 이런
지리적 특징 때문에 앞으로도 걸프지역은 천연가스의 한계 수출국(marginal exporter)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걸프지역 가스매장량의 대부분은 페르시아만 해상에 위치한 하나의 거대한 가
스전에 존재한다. 이 가스전은 이란과 카타르의 국경에 걸쳐 있는데, 이란 영토 내
에 있는 것은 사우스파(South Pars) 가스전이고 카타르 영토 내에 있는 것은 북부
가스전(North Field)이다. 각각 13조 입방미터와 26조 입방미터의 매장량을 보유
하고 있다. 즉 이 하나의 가스전이 걸프지역 전체 가스매장량의 약 60%를 차지한
다. 이 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6.7조, UAE가 6.1조, 이라크가 3.2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걸프지역 천연가스의 가채 연수는 무려 283년
에 이른다.
IEA에 따르면 걸프지역의 천연가스 생산은 현재 약 2,700억 입방미터에서
2010년에는 4,250억, 2020년에는 6,920억 입방미터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지
금까지는 수출이 대부분 아시아지역으로 집중되었지만 앞으로는 유럽이 최대의 수
출대상국이 되고 미국으로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는 카타르와 UAE만이 천연가스의 순수출국이었지만, 2010년이 되면 이란과 이라
크가 천연가스 수출국에 편입되고 반면 UAE의 수출 비중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
된다.44) 이러한 예상에 근거하여 여기서는 카타르, 이란, 이라크의 천연가스 개발
및 생산 확대 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카타르는 러시아, 이란에 이어 세계 제3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데, 그 대부분은 해상 북부유전에 매장되어 있다. 카타르는 자국의 운명이 천연가

44) IEA(2005), pp. 172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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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개발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만큼 천연가스의 개발과 수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
고 있다. 다른 걸프국가들은 천연가스를 대부분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카타
르는 일찍부터 LNG 형태로 수출을 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이 대부분을 수입하였다.
카타르의 LNG 수출은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0년 150억 입방미터에서
2004년에는 260억 입방미터로 증가하였다.
카타르는 파이프라인과 LNG 두 가지 형태 모두의 수출 증가를 꾀하고 있다.
파이프라인 수출을 위해서는 소위 돌핀 프로젝트(Dolphin Project)를 추진하고 있
는데, 이것은 북부 가스전을 아부다비, 두바이, 오만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35억 달러의 자금이 투자되었으며 2006년 말
에 완공될 계획이다. 바레인, 쿠웨이트, 파키스탄과의 파이프라인 연결도 논의되고
있다. LNG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LNG터미널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2개의 수
출터미널이 있는데 5개 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존 2개
터미널의 LNG 수출능력은 연간 1,610만 톤이었지만, 추가 터미널이 모두 완공되
는 2011년이 되면 그 규모가 7,730만 톤으로 급증하게 된다. 카타르는 기존의 장
기공급 계약을 체결한 일본과 한국 외에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과도 LNG 장
기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의 계약만으로도 2010년이 되면 LNG 수출량이
연간 6,950만 톤에 이른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천연가스를 디젤로 전
환하는 GTL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카타르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란은 현재 북부지역에서 터키로부터 가스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순수입국이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순수출국으로 전환될 것이다. 사우스파 가스전
개발사업은 이란 최대의 에너지 프로젝트인데 이미 1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투
자되었다. 이 사업은 30단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2005년 말 현재
18단계까지는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1 5단계 사업에서는 이미 가스가 생산되고
있다. 초기단계에서 생산된 가스는 대부분 국내수요를 충당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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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국내 석유소비를 천연가스로 전환하여, 국내소비를 증가시키거나 유전의
압력을 높이기 위해 유전에 주입하는 데 사용된다.45)
하지만 사우스파에서 가스생산이 본격화되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란은 이를
수출해야 하는데, 이미 이란은 파이프라인 및 LNG 형태로 수출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이프라인 수출의 경우 터키를 통해 그리스를 비롯한 서유
럽으로 수출하는 방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었고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방안
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인근 쿠웨이트와 파키스탄에도 파이프라
인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LNG의 경우 최대 고객은 중국과 인도
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와는 연간 750만 톤의 LNG를 30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국과는 연간 1천만 톤을 25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
였다. 이란은 이러한 LNG 장기도입의 대가로 인도와 중국에 유전개발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라크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약 3.2조 입방미터로 비교적 많지만 생산은 매우
부진한 편이다. 1990년대 말부터는 연간 30억 입방미터가 생산되었지만 이라크 전
쟁을 계기로 생산이 거의 중단되었다. 정세가 안정되면 정부는 석유 증산을 최우선
으로 하겠지만 가스 생산도 재개하고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가스가 생산되면 우선
파이프라인을 통해 쿠웨이트로 수출하고 장기적으로는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
할 가능성이 높다. IEA에 따르면 2010년에는 약 6억 입방미터가 쿠웨이트로 수출되
고 2030년에는 170억 입방미터가 터키를 경유해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45) 현재의 유가수준이나 LNG 운송비용을 근거로 할 때 천연가스를 유전에 재투입하여 석유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LNG로 변환하여 인근 국가로 수출하는 것보다 7 10배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
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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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걸프지역 각국의 에너지개발 계획
국가

원유생산능력
(배럴/일)

천연가스 생산량

특징

사우디

1,250만(2009)

하루 2억 m 3
(2010)

여유생산능력 150만 200만 b/d유지
목표

UAE

300만(2006)

n.a.

외국석유기업의 참여에 가장 개방적인
제도

쿠웨이트

300만(2010)

n.a.

‘프로젝트 쿠웨이트'에 외국기업 참여
허용여부 논란 중

카타르

100만 이상(2009)

이란

480만(2010)

하루 8억 m 3
(2010)

석유생산목표 달성 위해 외국 기술과
자본 필요

이라크

400만(2010)

n.a.

종파간 갈등으로 석유개발관련 제도
불투명

LNG 7,700만 톤/년 2012년까지 GTL 생산능력을 50만
(2011)
b/d까지 확충

주: ( ) 안의 연도는 목표시점을 가리킴.
자료: IEA; EIA; OPEC; MEED 등을 이용하여 필자 정리.

다. 평가 및 전망
걸프지역 산유국을 비롯한 OPEC 회원국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석유생산능
력 확충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가상승기에 생산량의 증가는 석유판매수
입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과도한 생산량 증가는 자칫 유가의 급락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걸프지역 산유국의 생산능력 확충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확고한데 이는 당분간의 석유 수요증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의 석유수요 증가와 석유수요의 가격탄력성 둔
화가 이런 확신을 갖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석유생산능력 확대에도 불구하
고 급격한 가격하락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가격 하락조짐이 나타날
경우 OPEC의 생산쿼터 감소를 통해 적절히 조절할 태세이다. 그리고 지난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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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축적된 오일머니 덕분에 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
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천연가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중동지역
LNG에 대한 수요는 일본과 한국 외에 중국과 남유럽에서도 새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개발 투자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에너지생산능력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 때문에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우선 상류부문
투자와 관련된 각종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종 기자재의 공급도 부족하여 가격이 크게 상승
하였다. 둘째, 생산능력 확충 계획에 포함된 많은 프로젝트가 기존 유전의 개량사
업인데 개량사업을 통해 목표한 만큼의 생산량 증대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의
문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즉 걸프지역의 경우에도 많은 유전이 이미 성숙단
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생산량 증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세
계 최대 유전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와르 유전의 생산량 증대에 대해 회의적인 시
각이 많다.46) 그리고 외국인투자를 통해 유전을 개발하려는 정책이 순조롭게 이루
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의 경우 석유개발을 위해서는 외국인참여가 불
가피하지만 현재의 정세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정세가 안정된 쿠르드지역에
서의 석유개발도 중앙정부와의 마찰 때문에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란 역시 바
이백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긴장, 그리고 외국인투
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많은 유전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쿠
웨이트 역시 상류부문의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법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
만 수년 째 지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인 불안정이 에너지의 순조로운 개
발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걸프지역의 전쟁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이란 핵

46) Simmon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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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으로 인해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며 에너지시설에 대한 테러는 이라크 이
외의 지역에서도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안 요인이 더 고조되면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에너지생산능력의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10년까지는 석유의 공급능력이 수요에 비해 충분히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고유가 상황과 세계 석유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
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에너지 수입국들은 고유가를 견
디고 나아가 공급차질 가능성까지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유전개발을 위
한 경쟁적인 해외진출도 계속되고, 일부 산유국은 고유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
해 석유자원 국유화 유혹을 계속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석유생산능력의 확충 노력이 특히 걸프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는 것은 세계 석유공급에서 이 지역의 비중이 계속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증가된 생산량의 많은 부분이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소비될 것이므로 에너
지를 둘러싼 걸프지역과 아시아 신흥시장 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 질 것이다. 그
리고 중국이나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걸프 산유국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중동지역에서 미국과의 잠재적인 갈등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중동지역에서의 민주주의 확산을 계속 고집한다
면 중동의 왕정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이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걸프국가와 관계강화를 추구하면서도 미국과의 충돌로 발전되는 것
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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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연관산업 육성정책
가. 투자 배경 및 동향
에너지연관산업이란 석유 또는 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에너
지 소비가 많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석유화학, 비료, 알루미
늄 등이 있다. 석유화학과 비료의 경우 그 제품 생산에 있어 석유 또는 천연가스가
주원료로 사용된다. 알루미늄 제련은 막대한 양의 전력을 소비하는 공정으로 에너
지 소비가 많은 산업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분야는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여기서는 에너지연관산업으로 분류하고 이 산업들의 동향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GCC 지역에서 건설, 부동산, 금융 투자는 민간 부문이 비교적 활발히 참가하고
있으나, 에너지연관산업 투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GCC 회원국의 에너지연관산업과 관련된 대부분 기업이 국영기업이고 초기 투자
규모가 매우 큰 반면 수익창출 시점이 다른 산업에 비해 늦고, 그 관리 역시 복잡
하기 때문이다. 현재 GCC 지역 기업의 투자 중 약 70%가 대규모 석유관련 플랜
트에 집중되어 있다.
[표 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석유관련 투자 규모는 2004년 기준으로 약 620
억 달러 규모인데 이것은 1995년 투자 규모인 350억 달러의 2배에 약간 못 미치
는 수준이다.
GCC 각국 정부가 에너지연관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산유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분야의 경우 중동 산
유국의 석유화학 기초제품인 에틸렌 생산비용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비해 약
수준이다. 중동지역 국가들이 비용측면의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저
렴한 인건비와 석유화학의 기초재료인 석유자원 보유 등이 있다.

96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표 3-6. GCC 지역의 산업별 투자 규모(2004년)
(단위: 백만 달러)

음식료품

사우디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아라비아
5,722
968
597
637
207
169

총계
8,299

비중
0.8

1,087

289

46

79

47

42

1,590

1.5

목재, 목재 제품

683

105

53

52

27

22

943

0.9

종이, 종이 제품

1,870

267

172

89

50

27

2,474

2.4

화학, 석유, 플라스틱 제품 40,983

5,630

5,811

1,054

5,708

2,636

61,822

60.0

석유제품 외 광물제품

7,930

1,653

556

702

502

81

11,423

11.1

기초금속

1,768

1,824

115

253

594

2,198

6,752

6.6

기계, 기계장비

7,210

797

632

241

123

377

9,380

9.1

284

42

9

16

4

10

365

0.4

67,536 11,575

7,991

3,124

7,262

5,561 103,048

100

섬유, 가죽

기타
총계

자료: Gulf Organization for Industrial Consulting(2006a)

GCC 회원국 중 최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005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자국의 에너지연관산업 분야의 비교우위
를 강조하면서 동 분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사우디아
라비아 투자청장은 자국의 석유화학분야의 비교우위를 살려 현재 전 세계 석유화
학제품 생산에서 자국의 비중을 7%에서 13%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외의 GCC 회원국 역시 에너지연관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5개국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유사한 석유 중심의 경제구
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GCC 회원국이 석유화학, 비료,
알루미늄과 같은 에너지연관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경우이 산업의 세
계시장구조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지난 1, 2차 석유파동 때
와는 달리 GCC 회원국의 소득창출원의 다각화로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GCC 경
기 변동폭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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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현황
1) 석유화학산업
1980년대부터 성장한 GCC의 석유화학산업은 각국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
고 있는 산업이다. GCC내에서 석유화학산업은 소득창출원의 다각화와 일자리 창
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 투자의 핵심적인 부문이다.
1981년 카타르의 QAPCO(Qatar Petrochemicals Company)가 에틸렌과 폴리에
틸렌 생산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SABIC(Saudi Basic Industries)이 1983년에
메탄올 생산을 시작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4년에 GCC 전체가 석유 및 석유화학 분야에 620
억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이는 제조업 분야 전체 투자의 약 60%에 이르는 수치이
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와 풍부한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GCC는 아랍지역의
석유화학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GCC의 석유화학 생산규모는 아랍
지역 전체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중 76%를 차지하고
있다.
에미리트산업은행(Emirate Industrial Bank)에 의하면 전 세계 석유화학산업에
서 GCC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미국과 유럽의 비중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렴한 생산비용과 풍부한 원료가 GCC 시장점유율 상승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 3-7]과 같이 에틸렌 1톤당 생산원가가 유럽에서는 350억 달러,
표 3-7. 에틸렌 생산원가(2004년 기준)
(단위: 달러/톤)

중동

유럽

아시아

미국

130

350

388

491

자료: LG경제연구원(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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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491억 달러에 이르는 반면 중동의 경우 그것의

⅟4인 130억 달러

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풍부한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 중동의 석유화학산업은 에틸렌 유도품을 중심
으로 높은 성장세가 유지되어 2014년경에는 전 세계 석유화학제품 교역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2004년의 10% 수준에서 2014년에는 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석유화학설비의 세계신증설 물량 중 중동
이 8 3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폴리에틸렌, 스틸렌, 벤젠, 폴리프로
필렌 등의 투자를 중동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GCC내에서 생산규모가 가장 큰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인 ARAMCO는 연간
100만 톤의 에틸렌과 450만 톤의 프로필렌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석유화학 단
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라베그와 라스타노우라(Ras Tanoura)의 정유단
지를 석유화학단지로 변경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SABIC 산하의 케이얀
석유화학회사(Kayan Petrochemical Co.)는 현재 주베일(Jubail)에서 사업규모가
약 70 80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화학설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우디아
라비아의 석유화학부문 투자확대가 지속된다면 2010년 석유화학제품 생산규모는
현재의 약 2배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3-5. 세계 신증설물량 중 중동 비중

자료: LG경제연구원(2005)

그림 3-6. 세계교역에서의 중동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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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의 국영석유기업인 ADNOC(Abu Dhabi National Oil Co.)는 125만 톤의
에틸렌과 15만 톤의 폴리에틸렌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천연
가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카타르의 석유화학기업 QAPCO(Qatar
Petrochemicals Company)는 석유화학제품 생산규모를 기존의 연간 52만 톤에서 75
만 톤으로 증가시켰다. 그리고 연간 35만 톤의 폴리에틸렌 생산이 가능한 Q-Chem
라는 석유화학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GCC 회원국 중 석유산업 의존도가
가장 높은 쿠웨이트는 석유화학산업 개발을 위해 350만 달러를 투자하여 2개의 석
유화학단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E-Kuwait 2 라는 프로젝트 명이 붙여진
석유화학단지는 에틸렌(85만 톤), 폴리에틸렌(45만 톤), 에틸렌글리콜(65만 톤) 및
프로필렌(7만 톤) 생산을 위한 것이다. 이란은 2005 09년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
고 석유화학제품 연간 생산규모를 현재의 4배 수준인 연간 5,600만 톤으로 증가시
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약 11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GCC 회원국들은 국가별로 막대한 규모의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산업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GCC내 석유화학 8개 기
업47)은 2006년 3월 걸프석유화학협회(Gulf Petrochemicals & ChemicalsAssociation

표 3-8. 걸프지역의 주요 석유화학 프로젝트 사업규모(2006년 6월 기준)
(단위: 억 달러)

사우디
아라비아
427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이란

43

n.a.

40

58

n.a.

5

주: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금액임.
자료: MEED 각호.

47) Abu Dhani Polymers Co., Equate Petrochemical Co.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Co., Gulf Petrochemical Industries Co., Qatar Vinyl Co., Qatar Petrochemical Co.,
Tasnee Petrochemicals, Sa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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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CA)를 구성하였다. GPCA는 석유화학관련 정보교환과 환경, 기술 등 다방면
에서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업적 정보 교환은 제한하고 있다. 현재
GCC 지역의 석유화학제품 생산규모는 약 1,500만 톤이나 2010년에는 3,000만 톤
으로 증가될 것으로 GPCA는 전망하고 있는데, GPCA가 카르텔과 같은 성격의
기구로 변모할 경우 세계 석유화학제품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
상된다.
2) 알루미늄 산업
알루미늄 산업은 GCC지역에서 중요한 제조업 중의 하나인데, 2005년 알루미늄
제련규모는 163만 톤이었다. 세계 전체 1차 알루미늄(primary aluminium) 제련시
장에서 GCC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30여 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75년
0.9%에서 2005년에는 4.9%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는 그 비중이 10%까
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2년에서 2005년까지 4년간 GCC의 알루미늄
제품 연평균 교역규모를 보면 수출이 110만 톤, 수입이 40만 톤으로 70만 톤가량
의 순수출을 기록하였다.
현재 GCC 내에는 바레인과 UAE에만 알루미늄 기업이 있지만 나머지 4개국에
서도 알루미늄 제련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는 Aluminum
Bahrain(ALBA, 1971년 설립)과 Aluminum Dubai(DUBAL, 1979년 설립) 2개의
알루미늄 기업이 생산 중이다. GCC내 최대 알루미늄 기업은 ALBA의 2005년 제련
규모는 약 73만 톤으로 그 대부분은 세계 3대 알루미늄 메이커인 GARMCO에 원
료로 투입된다. 그리고 GARMCO에서 생산된 제품의 99%는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현재 사업 추진을 발표한 알루미늄 관련 프로젝트들이 모두 완료되면 2009년
이후 GCC의 알루미늄 제련 규모는 [표 3-9]와 같이 587만 톤으로 증가된다. 이는
2005년 전 세계 알루미늄 제련 규모의 약 1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부문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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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GCC의 알루미늄 제련 규모 전망
(단위: 천 톤/년)

국적

2006

2008

2009

장기

ALBA

바레인

840

840

840

840

DUBAL

UAE

761

861

861

861

Sohar Aluminium

오만

-

350

350

650

Qatalum

카타르

-

-

570

1,200

Dubal/Mubadala

UAE

-

-

-

1,200

Ma'aden

사우디아라비아

-

-

-

623

Nalco*

인도

-

-

-

500

1,601

2,051

2,621

합계

5,874

주: * 인도의 Nalco는 현재 오만 또는 카타르에 상기 규모의 제련 공장 설립을 추진 중.
자료: MEES 각호.

표 3-10. GCC의 알루미늄 부문별 투자 규모(2005년)
(단위: 백만 달러)

부문

1차 알루미늄

알루미늄 중간재

알루미늄 최종재

투자액

5,768

1,989

952

자료: Gulf Organization for Industrial Consulting(2006b).

계획을 보면 [표 3-10]과 같이 1차 알루미늄 부문이 압도적이다. 이것은 GCC내
알루미늄 기업들이 알루미늄 제품생산보다 저렴한 전기생산비용을 바탕으로 수입
알루미늄 원석의 제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술력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는 수준임을 시사한다.
국가별로 보면 오만의 경우 2008년에 Sohar Aluminium이 연간 35 65만 톤
제련 능력을 갖춘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타르에서는 2009년에 Qatalum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연간 57만 톤의 제련 규모를 가진 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UAE의 경우 DUBAL과 Mubadala Development가 연간 120만 톤의 제련규모와
사업규모 50억 달러에 이르는 알루미늄 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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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2006년 4월 초 연간 제련규모가 62만 톤에 이르는 알루미늄 기업을 설립하
는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광물기업인 마아
덴(Ma'aden)에 의해 추진될 예정이다. 가장 최근 GCC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알루
미늄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는 인도의 Nalco(National Aluminium Co.)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 규모는 30 40억 달러 수준이다. 이 프로젝트는 연간 50만 톤의 제련
규모를 목표로 카타르나 오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GCC 회원국들이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국
의 낮은 전력 생산 비용을 이용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기 때문이다. 가스와 석유 자원이 풍부한 GCC 회원국들의 전력 생산비용은 1차
에너지원의 수입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GCC의
LNG수출이 확대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GCC 알루미늄 산
업 성장의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알루미늄 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느냐도 알루미늄 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비료
화학비료산업은 산업다각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역내 농업발전에도 핵심적인
산업이다. GCC의 화학비료산업은 지역 내 풍부한 가스, 황, 인산 자원에 그 기반
을 두고 있다. 그리고 GCC의 유리한 지리적 위치와 발전된 판매전략 덕분에 최근
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다른 산업과 달리 GCC 내에서 일찍 개발이 추진된
화학비료산업은 쿠웨이트에서는 1960년대 초반에 이미 발전되었으며 이후에 다른
회원국들도 육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육성정책의 결과 2005년 현재 역내에 18개의 화학비료 플랜트가 존재하
고 그 총투자 규모는 약 48억 달러에 이른다. 화학비료산업은 암모니아에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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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는데, GCC의 암모니아 생산 규모는 2004년 약 520만 톤으로 세계 전체
암모니아 생산의 약 4% 수준이다. 대부분의 암모니아가 역내에서 요소비료 생산
에 활용되고 일부가 역외로 수출되고 있다. 2004년 GCC의 인산암모니아비료 생
산 규모는 약 160만 톤이며, 요소비료 생산규모는 약 670만 톤으로 세계 전체 생
산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GCC내 화학비료기업은 요소비료와 인
산암모니아비료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그것은 요소비료와 인산암모니아비료의 기
초원료가 천연가스이기 때문이다.
농업기술의 개발, 식량안보 확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걸프지역
에서 화학비료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GCC의 요소비료 생산능
력이 현재의 750만 톤에서 2007년에는 1,000만 톤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표 3-11. GCC의 화학비료산업 현황(2005년)
(단위: 개, 백만 달러)

기업 수

총투자 규모

사우디

10

2,509

UAE

4

370

쿠웨이트

1

1,303

오만

-

-

카타르

1

167

바레인

2

411

총계

18

4,760

자료: Gulf Organization for Industrial Consulting(2006c)

표 3-12. GCC의 국가별 암모니아 생산 규모(2004년)
(단위: 천 톤)

사우디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총계

2,100

453

503

-

1,737

379

5,172

자료: Gulf Organization for Industrial Consulting(2006c)

104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있어, 현재의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세계 화학비료산업에서 GCC가 차지하는 비중
도 증가될 것이다.
최근 들어 암모니아와 요소비료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 2003년에 요소비료
1톤의 가격이 175달러에서 2004년에는 242달러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가격상승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과 미국, 유럽 및 아시아의 요소비료 수요증가 때문이다. 이
러한 수요증가와 가격상승에 힘입어 걸프지역에서 화학비료산업에 대한 투자는 앞
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시사점
사우디아라비아의 2005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즈음하여 사우디아
라비아 정부 당국자들은 자국의 석유 및 에너지 관련 분야의 비교우위를 강조하였
다. 원유 수출 외 석유관련 제품의 비교우위를 확신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지위를 강
화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신감은 GCC 전체를 대표하
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GCC의 이러한 에너지연관산업에 대한 자신감
은 투자 현황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2004년 한해 동안 GCC로 유입된 전체 오일
머니의 약 31%에 이르는 금액이 석유관련 산업에 투자되었다.
원유와 가스 생산국으로서 GCC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석유화학, 비료,
알루미늄 분야의 성장은 현재로서는 큰 장애가 없는 상황이다. 세 분야 모두 석유
산업의 하류부문 또는 그와 연관된 부문으로 비산유국이 기술력만으로 원가절감을
하여 비교우위를 갖기가 쉽지 않은 분야이다. 그러나 GCC의 에너지연관산업의 경
우 원가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분명 기술적 측면에서는 아직 취약하
다. 원가경쟁력이 상당 기간 동안은 걸프지역 에너지연관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
지시켜 주겠지만, 지금과 같이 단지 원료나 연료가격의 경쟁력에만 의존하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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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이를 위해 GCC 정부들도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하류부문으로의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가. 배경
GCC 회원국은 산업다각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
근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는 금융, IT 및 교육 분야이다. 금융분야에서는
UAE의 두바이와 카타르 그리고 바레인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 세 곳은
모두 지역금융 허브를 목표로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GCC 회원국 간 금
융부문의 경쟁 배경은 무엇보다 통화동맹에 앞서 금융부문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레인이 1970년 중반부터 중동의 금융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두바이와 카타르에서의 금융시장 설립 및 성장으로 그 지위는 상당
히 약해진 상황이다.
교육서비스 육성정책은 각국의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직결되어 있다. 최근 GCC
회원국 중 사우디아라비아, UAE 그리고 카타르가 교육서비스 개선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교육부문 투자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이나 장기적으로는 새
로운 성장동력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걸프국가들은 산업다각화의 실현을 위해서
는 근본적으로 그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인
식하고 교육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주축으로 한 IT분야는 정보화 경제의 중요한 인프라이자
거대한 서비스시장 중 하나이다. 중동의 IT 발전 수준은 세계 평균 정도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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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는데, UAE와 바레인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최근 UAE를 제외한 걸프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UAE의 국영통신기
업인 Etisalat는 인근 아랍지역 통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장규모가
가장 큰 사우디아라비아가 2006년부터 유 무선 통신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시장 개방은 각국의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개방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책 현황
1) 금융 서비스
GCC의 금융부문은 1970년 후반부터 바레인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GCC 각 회원국 중 금융시장 개방 정도가 높은 UAE와 카타르가 산업
다각화정책 기조 아래 금융부문 육성을 추진함에 따라, 금융부문이 3국 간 경쟁의
상징이 되고 있다.48) 이들이 금융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배경에는 산업 다각
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일자리 창출, 역내금융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대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요의 증가 등이 있다. 역내 금융부문 주도권 확보는 단
기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2010년 통화통합을 대비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GCC
경제 통합을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UAE는 2004년에 금융자유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두바이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DIFC)를 설립하였고 2005년에 국제적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두바이국제금융시장(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Exchange: DIFX)을
개장하였다. DIFC에 입주하는 투자자에게는 기본적으로 100% 지분 허용, 법인세

48)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외국계 은행이 진출해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미미하고, 쿠웨이트에는 아직
외국계 은행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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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무제한 외환거래의 혜택이 주어진다.
원유자원 고갈을 대비해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 필요했던 두바이는 바레인을
능가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 설립을 통해 물류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중동의 금
융 중심지로 부상하고자 금융부문 투자를 확대하였다. DIFX는 개장 당시에 주가지
수 관련 5개 금융상품을 거래했는데, 현재는 주식, 채권, 및 이슬람 금융상품 등이
거래되고 있다. DIFX는 아부다비 주식시장과 두바이 주식시장과는 달리 국제상품
의 거래만을 취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국내 금융시장과 보완 관계를 이루고 있다.
카타르금융센터(QFC: Qatar Financial Centre)는 DIFC 보다 약 8개월 늦은
2005년 5월에 개장되었다. QFC의 설립목적은 카타르 정부가 추진하는 석유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운영이다. DIFX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국제금융시장을 모델로 설립되었다면 QFC는 그보다 카타르 국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되었다. 물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서는 인근
바레인에서 영업 중인 52개 외국계은행 지사를 포함한 367개의 금융기관을 활용
할 수도 있었겠지만, 국내 금융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또 다른 목적도 있었기 때
문에 QFC 설립을 추진한 것이다. QFC에 진출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세 면제, 3
년 이후 법인세 감면, 100% 지분 소유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림 3-7. GCC 3개 국제금융센터 설립 목적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카타르
국제금융센터(QFC)
바레인
금융하버(BFH)

자료: EIU, Gulfnews; MEED 각호.

두바이 산업다각화 중동의 국제금융허브
카다르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 재원 조달 및 운영
카타르와 두바이와 경쟁
중동의 금융허브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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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은 1978년부터 외국계은행의 진출을 허용하였다. 금융부문 개방을 통해
해외 우수 금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바레인은 중동의 금융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바레인에 진출한 금융기관은 바레인 국내금융시장보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를 비롯한 인근 중동지역의 금융수요를 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국 진출 확대
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두바이와 카타르의 국제금융센터가 바레인의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금융시장 개방이 바레
인에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레인 정부는 이러한 주변 금융시장
개발 추세에 뒤지지 않기 위해 대규모 금융센터 설립 프로젝트인 BFH(Bahrain
Financial Harbour)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BFH 설립을 위한 총 사업비는 130억
달러로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중동의 IT 발전 수준을 UN의 전자정부준비지수(E-government Readiness
Index)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계 전체의 평균 정도이다. [표 3-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동이 포함되어 있는 서아시아의 전자정부 준비지수는 2005년 기준으로 세
표 3-13. 지역별 전자정부 준비지수
2003년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중남미
서아시아
아프리카
세계평균
자료: UN(2005)

0.8670
0.5580
0.4370
0.4420
0.4100
0.2460
0.4020

2004년
지수
0.8751
0.5866
0.4603
0.4558
0.4093
0.2528
0.4130

2005년
증가율
0.9
5.1
5.3
3.1
-0.2
2.8
2.7

지수
0.8744
0.6012
0.4922
0.4643
0.4384
0.2642
0.4267

증가율
-0.1
2.5
6.9
1.9
7.1
4.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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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걸프지역의 이동통신과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평균을 약간 상회한다. 2005년
현재 이동통신 보급률은 57%이며, 인터넷 보급률은 7% 수준이다. 그러나 브로드
밴드 보급률은 세계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다. 브로
드밴드의 세계평균 보급률은 2.5%인 반면 걸프지역은 1% 수준이다. 국가별로 보
면 UAE, 카타르, 바레인의 IT인프라 수준이 비교적 높고 오만이나 이란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49)
걸프지역의 이동통신과 인터넷 시장은 주요 국영기업에 의해 독점되어 있다. 최
근 이 분야에서 민영화와 민간기업 참여확대가 추진 중이지만 [표 3-14]와 같이 이
동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수
는 평균적으로 아직 1.6개와 4.6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징적인 것은 UAE는 두
시장 모두 국영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수준은 걸프지역에서
최상위에 있다는 점이다.
걸프지역 국가들 중 UAE, 카타르와 바레인과 같이 이동통신 분야 발전 수준이
인근 중동 국가들보다 높은 반면 시장 규모가 작은 국가의 국영 통신 기업들은 최
근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UAE의 Etisalat는 아프가니스탄의 이동
표 3-14. 중동의 이동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 수
사우디
아라비아

UAE

쿠웨
이트

오만

이동통신서비스

2

1

2

2

1

인터넷서비스*

21

1

3

1

1

주: * 는 주요 사업자 수.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2005)

49) 국가별로 자세한 통계는 [표 3-16] 참고.

카타르 바레인

이란

평균

2

1

1.6

2

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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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업권을 확보하였고, 세르비아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부문의 지분 취득과 튀니
지 통신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인근 중동 및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50억 달러 규모의 해외투자를 준비하고 있어 Etisalat의 중동 및 아프리카 진출이 더
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타르의 Q-Tel은 컨소시엄 형태로 2004년에 오만에 진
출하였고, 바레인의 Batelco는 중동의 인터넷 관련 기자재와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rabian Network Information Service의 지분 75%를 매입하였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이란 등 IT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는 이동통신사업 허가권을 신규로 발행해 외국 통신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제3이동통신사업자와 제2유선통신사업자 선정을 추
진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2004년 세 번째 이동통신사업 허가관련 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이란 정부는 2004년 2월 터키의 이동통신 사업자인 Turkcell의 자
국 내 서비스 제공을 허가하였으나 이란 의회가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Turkcell의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50)
걸프지역 국가들 중 시장잠재력이 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주요 IT 육성정
책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IT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
해 놓은 상태이고 이동통신과 유선통신 및 IT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리야드의 킹사우디대학 부근에 IT Park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곳에 최신 IT 기술을 보유한 다국적 기
업 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다.51)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IT Park 건설을 계기로 두

50) 2005년 2월에는 이 기업의 지분보유 한도를 최대 70%에서 49%로 축소하였고 다른 다양한 규
제 사항을 만들었다.
51) 2005년 9월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오라클, 삼성 및 LG가 IT Park 진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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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기업들이 시장이 큰 자국으로 이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UAE는 국내통신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위해 시장개방을 늦추고 있으며, R&D
기금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UAE 정부는 2004년 중반에 국영통신기업인
Etisalat의 통신시장 독점체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05년 말 새로운 통신
사업권을 허가받은 ECIT(Emirates Company for Integrated Telecommunications)
는 이동통신 서비스, 유선통신, 광대역 인터넷 및 유료 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하지만 UAE 통신시장 규제기관인 TRA는 WTO 가입 당시의 약속과 달리
2015년까지 국내 통신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두바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IT산업육성을 위해 IT분야 경제자유구역
을 조성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술 미디어 자유구역(Technology and Media
Free Zone)이다. 기술 미디어 자유구역은 정보산업의 세계적 허브, IT 기업을 위
한 친환경 디지털 시티 건설, IT 기업 유치를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여건 조성 등
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기술 미디어 자유구역은 Dubai Internet City, Media
City, Knowledge Village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두바이인터넷시티는 두바이 정
부가 두바이를 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 허브로 육성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현재 인
텔, IBM을 비롯한 세계 우수 IT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52)
3) 관광서비스
걸프지역 국가들은 산업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관광산업에 주목하고 있
다. 관광산업은 특징상 초기 산업기반 조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수월하고 높은 수
준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수준이 낮은 반면 자본이 풍부한 중동국
가에게 관광산업은 매력적인 산업이 될 수 있다.

52) 서비스부문 육성을 위한 두바이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은 제3장 6절 경제자유구역 육성정책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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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UAE 특히 두바이가 관광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칠성 호
텔이라는 별명을 가진 버즈 알 아랍(Burj al-Arab) 호텔은 이미 중동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었고,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인 팜 아일랜드(Palm Island), 그리고 세
계지도 모양의 인공섬인 더 월드(The World) 프로젝트는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
키고 있다. 현재 두바이는 2010년까지 연간 관광방문자 수를 1,500만명까지 늘리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2004년 기준으로 두바이 관광객 수가 550만 명인 것
으로 볼 때 향후 두바이의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타르 역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1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카타르 관광산업 육성의 초점은 질적으로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에 있다. 이를
위해 이슬람문화관 설립, 카타르 국립박물관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최고급 수준의 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세계적 스
포츠행사 주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6년 도하(Doha)에서 개최되는 아
시안게임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레인도 두바이와 같이 약 10억 달러 규모의 인공섬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관
광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만은 약 200억 달러 규모의 관광지 개발을 추
진하고 있다. 오만 정부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2004년 관광부까지 신설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이슬람 신도에게만 발행해온 관
광비자를 2006년부터 비이슬람 관광객에게도 발급하고 있다.
4) 교육서비스
GCC의 교육서비스는 대체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제공된다. 최
근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력 수요 증가에 비해 자국민의 인적자원이 불충분한
실정이다. 특히 고급 기술을 보유한 인적자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GCC 각국
정부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 교육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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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6년 전체 예산의 약 26%인 269억 달러를 교육 및 훈련분야에 할당하였다.
UAE는 연방정부 예산안의 약 25%인 약 80억 달러를 교육 분야에 할당하였다. 카
타르는 2004 05년의 지출예산 중 교육분야에 약 4.4억 달러 지출을 계획하였는
데, 이외에도 2004 08년까지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 50억 달러, 초 중등 교육
시설 개선을 위해 20억 달러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의 GCC 국가들의 교육분
야 투자 증가율은 연간 약 20%를 상회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교육분야 투자와 더불어 제8차 5개년 개발계획에서 장기적
인 교육정책의 초점을 고등교육 활성화와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에 두고 있
다. 단기적으로 2006년 한해 동안 1,420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10개의 기술전문대
학을 설립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과과정
개선, 국제적 교육기관과의 협력 강화, 학위과정 확대, 응용과학 분야 집중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른 장기 목표인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현재의 71개의 기술훈련 기관을 2009년까지 179개로 확대하고 현재 3,700명인
기술교육 훈련생 수를 2009년까지 4,7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및 직업 훈련 강화를 위해 자국의 기술교육훈련센터 확대, 직업훈련기관 간
공동 프로그램 추진, 기술교육의 질적 개선, 지속적인 교과과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UAE는 2003년 Knowledge Village라는 자유구역 설립을 통해 자국 교육서비
스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 자유구역의 설립 목표는 세계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자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
나 두바이의 인터넷 시티나 미디어 시티에 비해 Knowledge Village는 비슷한 시
기에 구축되었음에도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카타르 정부는 1970년대부터 교육분야 투자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 결과 문
자해득률이 2003년 기준으로 약 89%에 이른다. 그러나 이 수치는 동남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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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정부의 투자에 비해 그 성과가 좋다고는 볼 수 없
다. 현재 카타르 정부는 학교의 범위와 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5년
에 설립된 카타르 재단(Qatar Foundation)이 추진해 온 카타르 교육도시
(Education City)에는 1997년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Virginia Commonwealth
Uinv.) 분교가 입주하기 시작해 현재 5개의 구미대학 분교가 입주해 있다. 교육도
시에 입주하는 대학 분교에게는 부지 외에도 교육시설 및 교육 기자재까지 제공한
다. 2006년에는 교육도시 내에 과학기술단지(Science & Technology Park)와 컨
벤션센터 설립을 추진하였고, 2007년에는 중앙도서관, 경영 IT 전문대학
(Colledge of Business and IT)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스포츠시설,
미디어 통신 전문대학(Media Communication College) 및 이슬람연구센터
(Islamic Studies Centre)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오만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기술교육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바레인도
기술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하에 기술교육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
기업을 중심으로도 기술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다. 평가 및 전망
최근 걸프지역 서비스 산업의 특징적인 점은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이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UAE, 카타르, 바레인을 중심으로 금융분야 투자가 확
대되고 있고, UAE와 카타르를 중심으로는 교육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
고 걸프지역 모든 국가에서 정보통신과 관광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 산
업의 투자집중현상이 걸프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난 배경에는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 걸프지역 국가들의 산업다각화 정책 등이 있
다. 그리고 걸프지역 내 국가들 간 경쟁적 관계를 고려해 보면, 최근의 투자집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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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걸프지역 각국 정부가 지역내 서비스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각종
혜택 제공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경쟁적인 서비스 산업 육성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속성을 가질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투자집중으로 서비스산업에서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이 높고, 걸프지역의 단순한 산업구조로 인해 서비스수요 증가가 한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국의 서비스 육성정책이 큰 차별성이 없이 대소동이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을 지탱할 만한 숙련된 인적자원이 축적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서비스 각 분야별로 앞으로의 전망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UAE, 카타르 그리고 바레인이 국제금융센터 설립을 통해 금융부문의 도약을 추진
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걸프역내 금융중심지를 놓고 3국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UAE의 DIFC는 다른 2개 국제금융센터보다 세금이나 외환거래
측면에서 사업 환경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DIFX의 개장으로 다양한 국제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하며 두바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 의지가 있어 현재로서는
3개 국제금융센터 중 발전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걸프지역의 낮은 IT 발전 수준과 각국 정부의 IT 지출 규모로 볼 때 걸프지역
은 IT 부문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표 3-15]와 같이 2008년까지 중동
지역에서의 IT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9%로 전 세계 평균보다 약 3% 포인트 높게
전망되고 있다.
표 3-15. 중동의 IT 분야 지출액 전망
(단위: 억 달러)

2004년

2008년(전망)

연평균 증가율

중동지역

40.8

58.5

9%

세계시장

9,400

12,000

6%

자료: 한국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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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DC의 전망에 의하면, GCC 국가들의 2005년 IT산업 투자액이 약 50억
달러에 이르고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7%, 30%
로 추정되었다.
관광산업의 경우 지정학적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이집트나 지중해 연안과 같은
중동지역 내 인근의 유명 관광지와 걸프지역 관광지 간 차별성 창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세계적인 교육단지 개발을 UAE와 카타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UAE의 날리지
빌리지 사례에서와 같이 걸프지역에서 교육단지 개발은 아직까지 사회 문화적 기
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걸프지역 각국 정부
의 기초교육과 기술교육에 대한 의욕적인 투자 확대로 걸프지역 국민들의 노동력
의 질은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인프라 확충정책
가. 배경 및 현황
교통, 통신, 전기, 수도 등과 같은 인프라는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인프라가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큰데, 이들 국가에서의 인프라 확충은 계층 간 경제
격차 해소와 함께 생산성 향상 및 경제 성장에 상당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53) 인프라가 제공하는 혜택이 경제부문의 비즈니스 환경 및 투자환경을 개선

53) World Bank(2004)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가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전
세계102건의 보고서 중 다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한 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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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교역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부문의 빈곤 감소에도 이바지하는 것이다.
걸프지역 인프라의 부문별 국별 현황은 [표 3-16]과 같으며 이를 토대로 걸프
지역 인프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산유국 중심인 GCC 6개국의 인프라는
주변 중동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잘 구축된 편이지만 소득수준에 비해서는 인프라
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GCC 6개국 가운데 중상위 소득국가인 오만을 제외한 나
머지 5개국은 모두 고소득국가로 분류되지만 도로, 철도, 통신부문의 인프라 수준
은 고소득국가의 평균치에 비해 상당히 밑돌기 때문이다. 다만 GCC지역 교통인프
라의 경우 육상운송에 비해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였으며 그
수준이 고소득국가와 비슷하거나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외교역 및 외국노동
력 의존도가 높은 GCC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다.
교통인프라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3-8]과 같다. 먼저 GCC의 육상
그림 3-8. 걸프지역 교통인프라 현황
414

250%
200%
150%
12.4

71

100%
50%

66

365

182

1.4
1.1

52
33

5.6
2.8

85

2.7

40

96

56
18

0.2

0.2

0%
1천명당 도로길이

도로 포장율(%)

1천명당 철도길이

1천명당 항구 화

인구대비 항공기

(m)

물적재량(TEU)

탑승자수 비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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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국가

중동

GCC

이란

자료: [표 3-16] 참고

가한 연구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12건의 연구의 경우,
모든 연구가 인프라 투자가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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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수준이 상당히 열악함을 알 수 있는데, GCC국가의 1천 명당 도로길이는
고소득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특히 UAE의 도로망이 인구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망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는 포장율은 GCC국가
가 33%로 중동 전체의 도로포장율 52%보다도 낮은데, 이는 GCC국가 중 가장 긴
도로망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의 도로포장율이 3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걸프지
역은 철도망 또한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 GCC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만이 유일하
게 철도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천 명당 철로길이가 58m로 고소득국가의
365m에 비해 크게 적은 상황이다. 이란은 1천 명당 96m의 철로를 보유하여 중동
평균치 85m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철도는 대량 육상운송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
에 향후 걸프지역 시장 통합에 따른 육상물류 수요가 증가할 경우 철도망 부족이
물류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육상 운송수단과 달리 GCC국가들의 해상 및 항공 인프라는 상당히 발달된 것
으로 평가된다. GCC국가의 1천 명당 항구 화물운송량은 414TEU로 고소득국가의
182TEU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아 항구규모 및 화물처리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다.
또한 항공인프라의 경우 공항이용자 규모를 의미하는 항공기 탑승자수가 GCC의
경우 인구의 1.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소득국가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는 수치이다. 특히 UAE와 카타르의 인구 대비 항공기 탑승자수 비율이
3.3배와 3.9배에 달하였다. 이상을 통해 GCC지역의 경우 육상운송에 비해 해상운
송과 항공운송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통신인프라는 GCC국가의 경우 유선통신에 비하여 무선통신의 발달이 매우 활
발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걸프지역 통신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현재
GCC지역의 1천 명당 유선전화 회선수는 173개로 고소득국가의 약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무선전화 가입자수는 1천 명당 484명으로 고소득국가의 약 60% 수준
으로 유선전화에 비해 무선전화의 이용이 더욱 활발하다. [그림 3-9]를 보면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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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GCC지역 유 무선 통신 인프라 증가 추이
2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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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16
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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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0 0

6.0
3.1
0.2
1994

유선전화
회선수(백만
유
선전화
회 선 수 (개)
백만개)

4.7
2.3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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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선전화
이 용 자 수 (명)
백만명)
무선전화
이용자수(백만

자료: ITU(2002); ITU(2004).

전화 회선수는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무선전화 사용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자료에 따르면 2004년 GCC 국가 전화사용자의 70 80%가 무선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4) 이러한 사실들은 GCC 정부가 유선통신보다 무선통신인프라
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선
통신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동안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풍부한 오일머
니를 확보한 GCC 국가들이 유선통신인프라가 아닌 무선통신인프라 구축을 적극
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막이 국토의 대부분인 GCC 국가의 지형적
특성과 세계적 통신기술 발달 추세를 감안할 때 무선통신인프라 구축이 더욱 경제
적이다. 투자 측면에서 볼 때, 무선통신망의 구축비용은 마일 당 60 80 달러인 반
면 유선통신망은 최대 500 달러까지 소요된다. 고객입장에서도 이동성과 함께 문

54) 2004년 전체 전화이용자 중 무선전화 사용 비중은 사우디아라비아 71.3%, UAE 75.6%, 쿠웨
이트 80.1%, 오만 76.8%, 카타르 72%, 바레인 77.2%, 이란 22.8%임(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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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걸프지역 통신인프라 현황
535

771

545

100%
80%
484
60%
219
173

40%
20%

91

119

128

58

64

82

0%
1천명당 유선전화회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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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명당 무선전화가입자수
중동

GCC

1천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이란

자료: [표 3-16] 참고.

자 및 컨텐츠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가 더욱 매력적일 수밖에 없
다.55)
한편 1천 명당 인터넷 이용자수는 GCC지역과 이란이 각각 119명과 82명으로
고소득국가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중동지역은 물론이고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
은 GCC지역 역시 인터넷 사용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GCC지역의 전력과 상하수도 설비는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며 세계 고소득국
가의 평균치와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GCC지역의 1인당 소비전력은
7,469KWh로 고소득국가의 1인당 소비전력 9,503KWh의 약 80% 수준이며 도시
지역 상 하수도 보급률은 98%와 9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높은
인구증가율과 고성장으로 전력 및 수자원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하면 전력 및 수자원 공급을 위한 인프라확충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55) MEED(2006. 2. 20), p. 30.

제3장 고유가시대 걸프지역의 경제정책 121

그림 3-11. 걸프지역 전력 및 상하수도 인프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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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표 3-16] 참고.

표 3-16. 걸프지역 인프라의 부문별 국별 현황
단위
소득수준1)
인구
1천명당
도로길이
도로
포장율
1천명당
철도길이

기준 고소득 중동
사우디
쿠웨
GCC
UAE
연도 국가 전체
아라비아
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이란

2004

중상위
중하위
고소득 고소득
소득
소득

백만명 2004
km
%
m

1천명당
항구 화물 TEU
적재량
인구대비
항공기
배
탑승자수

고소득 중소득 고소득 고소득 고소득 고소득
1004

330

34.7

24.0

4.3

2.5

2.5

0.7

0.7

67

12.4

2)

2.8

5.6

6.3

0.3

1.8

13.1

1.8

5.1

2.7

712)

52

33

30

100

81

30

90

80

66

2000
2004

3652)

85

40

58

0

0

0

0

0

96

2004

182

56

414

133

2,014

-

1,006

-

-

18

2004

1.4

0.2

1.1

0.6

3.3

0.9

1.3

3.9

2.0

0.2

1999
2003
199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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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계속
기준 고소득 중동
사우디
GCC
UAE
연도 국가 전체
아라비아

쿠웨
이트

개

2004

535

91

173

154

275

202

95

256

267

219

명

2004

771

128

484

383

853

813

318

659

906

64

명

2004

545

58

119

66

321

244

97

221

213

82

3,505

13,000

9,714

1,916

단위
1천명당
유선전화
회선 수
1천명당
무선전화
가입자수
1천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1인당
소비전력
도시지역
상수도
보급률
도시지역
하수도
보급률

KWh 2003

9,503 1,839 7,469

6,259

10,992 14,808

오만 카타르 바레인 이란

%

2004

100

96

98

97

100

-

-

100

100

99

%

2004

100

92

99

100

98

-

97

100

100

86

주: 1) World Bank에 따르면 2004년 1인당 GNI 기준으로 저소득국가($825이하) 59개국, 중하위
소득국가($826 $3,255) 60개국, 중상위소득국가($3,256 $10,065) 40개국, 고소득국가
($10,066이상) 54개국으로 분류됨.
2) OECD 회원국 기준임.
자료: World Bank(2006b); UNSTATS(2006); EIA Country Analysis Briefs; ITU(2004)를 참고
하여 산출.

나. 정책 및 개발 동향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및 개발사업으로 총자본형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교통 통신 및 인프라 개발
예산은 약 92억 달러 규모로 2005년 32억 달러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06년 인프라 예산은 상수도, 폐수처리, 담수화 등 수자원설비 확충에 초점을 두
고 있는데, 신규 수자원설비 프로젝트에 35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교통 통신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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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부문의 예산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31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이중 25억 달
러는 도로와 항만, 공항, 철도 등의 확장을 위한 신규 사업에 투입된다. 그리고 전
력과 수자원에 대한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설비 확장을 위한 자본조달을
위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급속한 인
구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1999년부터 2004
년까지의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율이 5.2%에 이른다. 따라서 2004년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의 전력생산능력이 30,526MW인 상황에서 2010년까지 20,000MW의 추
가적인 생산능력 확대가 요구된다. 사우디전력회사(SEC)는 전력생산능력 확대를
위하여 2016년까지 73억 달러를 투자해 14,175MW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설비의
건설을 계획 중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충분한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관련 사업에
향후 20년간 약 16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담
수발전사업(Independent Water and Power Project: IWPP)을 통해 민간자본의 참
여를 유도하고 있다.56)
UAE는 경제다각화와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국가전략으로 삼고, 그 기반을 구
축하기 위하여 인프라 전 부문에 걸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전력과
수자원 수요가 매년 8 10%씩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UAE는 공급부족 사태
에 직면해 있다. 숙박업과 농업 및 건설부문이 급성장함에 따라 노동자 거주지와
숙박시설에서의 물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제조업과 석유화학산업에서의 전력소비
증가로 전력부족사태마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UAE는 2010년까지 전력생산량을
1990년대 후반의 2배로 늘릴 계획이며 담수 및 발전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 이상
을 투자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아부다비의 경우 민간담수발전사업(IWPP)을 통
해 외국자본의 참여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두바이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 및 관광
56) 2005년 6월, 내각은 24억 달러 규모의 담수화플랜트에 대한 외국인 공동사업을 승인하였으며 하
루 1억 9,400만 갤런(전력 900MW)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2008년경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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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발전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로 교통체증이 지적되고 있다. 두바이 당국은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지하철을 건설 중이다. 또한 GCC
인근 국가들과의 도로망 연결 사업도 진행 중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육상교통과
달리 두바이의 항공운송은 아시아지역 운송허브를 지향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2005년 두바이의 항공산업 투자 예산은 약 380억 달러로 항공기 구입에 약 260억
달러, 공항확장에 약 4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에미리트 산업은행에 따르면,
국영항공기 수를 2005년 84대에서 2010년까지 210대로 늘릴 계획이며, 같은 기간
동안 탑승자 수는 3,400만 명에서 7,800백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하
였다. 이에 두바이는 제벨알리 국제공항의 연 처리인원을 1억 2,000만 명으로 늘
리기 위하여 82억 달러 규모의 공항 확장공사를 추진 중이며, 아부다비는 68억 달
러를 투자해 신 국제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카타르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회기반설비에 13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
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카타르는 현재 도로 정비와 하수처리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카타르 담수발전총괄회사는 2009년까지 16억 달러
를 투자해 55개 송전소와 수도망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리고 벨기에, 미국, 네덜란
드, 카타르의 기업들로 구성된 국제컨소시움을 통해 새로운 도하국제공항 건설에
착수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까지 55억 달러가 투자되며 연평균 예상 수용인
원은 5,000만 명이다. 한편 1억 5,000만 달러를 투입하여 기존 국제공항의 수용인
원을 400만 명에서 75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쿠웨이트 정부는 2010년까지 인프라 확충과 도로망 확장을 위해 37억 달러를 투
자할 계획이며, 바레인은 공항, 항만, 도로망 확장 등 인프라 확충에 2006년과
2007년의 2년간 28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GCC 전체 단위의 인프라 확충도 계획되고 있는데, 시장통합을 뒷받침
하기 위한 공동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GCC 회원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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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에 합의하였으며 전력망 구축, 공항 및 항구 정비 등이 계획 중이다.
1970년대에 걸프지역 국가들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
인 투자를 전개한 바 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저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시 상당히 침체되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
가면서 걸프지역 국가들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최근 대규모 인프라 투자
를 확대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가 없어 MEED지에 발
표된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발주규모를 토대로 투자규모를 추정해 보았다. MEED
지의 중동지역 주요 프로젝트 발주 내역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년간
걸프지역의 총 발주액은 1,651억 달러였으며 그 중 교통, 통신, 전력, 수자원 등
사회간접시설 건설에 투입된 금액은 545억 달러로 총 발주액의 33%를 차지하였
다.57) 발주금액의 증가세 또한 큰데, 2004년의 인프라 투자 금액은 141억 달러로
전년대비 50%가 증가하였으며, 2005년의 경우 311억 달러로 전년대비 100% 이
상 증가하였다.
그림 3-12. 최근 3년간 중동지역 인프라 발주 추이
십 억 달 러
120
10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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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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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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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 C +1 인 프 라

자료: MEED.

57) 실제 투자규모가 아니라 발표된 발주액을 기초로 집계한 것이므로, 실제투자액은 이보다 많을 것
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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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걸프지역 인프라 부문별 국별 발주구성(2003 05년)
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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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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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EED지의 국별 발주내역을 토대로 필자 정리.

지난 3년간 걸프지역에서 이루어진 인프라에 대한 부문별 발주 구성을 보면 총
545억 달러 가운데 63%가 도로, 철도, 항공, 항만, 교량 등 교통인프라의 건설과
확장에 투자되었으며, 26%가 발전소 및 변전, 송전 설비 등 전력설비 증강에 투입
되었다. 그리고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 담수 등의 수자원 관리가 7%, 통신인프라
구축이 4%를 차지하였다.
국별 인프라 발주 구성을 살펴보면 UAE가 지난 3년간 180억 달러를 투입해
걸프국가들 중 가장 큰 비중인 47%를 차지하였다. UAE에 이어 카타르가 99억 달
러를 투입해 전체의 18%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프라 투자액
73억 달러보다 많은 규모로 카타르가 경제구모에 비해 상당히 많은 자본을 투자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13%, 쿠웨이트 9% 순이다. 그리
고 이란은 33억 달러를 투자해 걸프국가 중 6%를 차지하였다.

다. 평가 및 시사점
GCC 6개국의 인프라는 주변 중동국가들에 비해 잘 구축된 편이지만 소득수준
에 비해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고유가로 인한 오일머니 유입이 지속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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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와 이란의 인프라 확충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GCC지역의 경우
육상운송에 비해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외교역 및 노동력수입의 비중이 큰 GCC 국가들의 경제구조적 특성을 반
영한다. 그러나 현재 도로와 철도망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역내 경제통합
으로 인한 경제협력 및 교역 증대를 대비해 역내 육상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
가간 육상네트워크 연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걸프국가들의 소득증대로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IT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에 맞추어 걸프국가들의 통신인프라 구축이 활발한데 GCC국가들의 경우 유선통
신인프라 구축에 비해 무선통신 인 프라 투자가 더욱 활발하다. 따라서 걸프지역은
세계적 무선통신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에게 매력적인 잠재시장이 될 수 있다. 또
한 산유국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걸프국가들은 석유 및 연관산업 육성,
산업다각화,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수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 전력 공급능력이 한계에 달한 걸프국가들의 대규모 플랜트 발주가 계획
중으로 우리기업들의 수주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중동 및 걸프지역의 인프라 확충 정책에 있어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World Bank(2005b)에 따르면, 중동의 인프라 개발 및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민간
투자 부진과 정부주도 개발 및 그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민간의 투자
부진은 정부재정 악화로 인해 정부의 투자여력이 없는 경우 인프라 확충의 지연으
로 연결되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개발은 인프라 개발 및 관리에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인프라 개발 구축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1990년에서 2004년까지 걸프지역 내에 투자된 민간자본은 [표 3-17]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 세계 민간자본 참여액의 1.4%에 불과하다. 최근 사우디아
라비아와 UAE, 오만, 쿠웨이트 등이 민간발전담수사업을 통한 민간자본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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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민간자본의 인프라 개발 참여 현황(1990 2004년)
(단위: 백만 달러)

중남미
동아시아
유럽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걸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란

교통
65,719
46,044
5,994
4,603
3,300
2,231
796
245
551
0

통신
182,089
58,234
97,833
26,943
28,743
25,633
8,910
8,537
0
373

전력
102,436
72,656
20,689
24,058
5,910
10,814
2,402
0
1,752
650

수자원
20,832
18,363
4,075
2
146
201
32
32
0
0

합계
371,076
195,297
128,591
55,606
38,099
38,879
12,140
8,814
2,303
1,023

비중
43.6%
22.9%
15.1%
6.5%
4.5%
4.6%
1.4%
1.0%
0.3%
0.1%

자료: World Bank,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적극 추진하는 등 걸프지역 정부도 재정부담 완화와 인프라의 개발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민간자본참여에 관심이 높다. 이에 우리기업도 민간자본참여 방식의
플랜트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 지원도 요구된다.

6. 경제자유구역 육성정책
가. 배경
최근 국제무역과 국제자본이동이 활성화되면서 세계경제의 통합이 크게 진전되
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동경제는 각종 정부규제와 보호정책, 낙후된 규범 등으로
상당히 폐쇄적인 것이 사실이다. 비관세장벽과 행정편의주의가 만연하여 세금과
관세를 제외한 교역비용이 총 교역액의 약 1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실정이
다.58) 중동 각국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해외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절실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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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이처럼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역시 극히 저조
하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주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활
발히 이루어졌으나 중동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가 소폭 증가하였을 뿐이며 그 규
모 역시 극히 저조해 GDP의 약 0.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동국가
들이 대외개방과 제도개선을 통해 성공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할 경우 외국인직접
투자가 현재의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59) 이에 중동 각국은 민간
부문 활성화와 산업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외국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경
제개방과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를 주요 정책 현안으로 채택,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경제자유구역(economic free zone)의 조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중동 각국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배경에는 비석유부문 다각화를 통한 석유의존
적 경제구조의 탈피,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효율성 제고 및 일자리 창
출, 폐쇄적이고 후진적인 국가경제의 세계경제 통합이라는 경제개혁 목표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걸프지역 국가들의 재정수입이 풍부
해짐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걸프지역의 경
제자유구역 조성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58) World Bank(2003b), p. 31.
59) World Bank(2003b)

130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글상자 3. 경제자유구역의 개념 및 효과
경제자유구역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특별 관
리체계를 구성해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관세 면제 및 낮은 세율 혜택을 제공하는 독립
관세구역(separate customs area)을 의미한다. 경제자유구역은 그 목적과 형태에 따라
산업지대(industrial zone),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 기업특구(enterprise zone), 자유무역항(freeport),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분야 또한 전문화 다양화되어 항만물류뿐만 아
니라 과학기술, 석유화학, 금융, 인터넷 소프트웨어, 공항, 관광 등 영역에서 허브 역할
을 담당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 중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제공하는 경제적 성과는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나눌 수 있는
데 정태적 효과로는 고용 및 소득 창출, 수출증대와 산업다각화, 외화 획득,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 정부수입 증가 등이 있다. 동태적 성과는 장기적인 국가경제력 강화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간접고용 창출 및 여성고용 증가, 숙련노동력 육성, 해외기술
이전, 일류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전시효과, 지역발전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제
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리적 이점과 세제상의 혜택뿐만 아니
라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가 충분히 구축되어야 하며 제도적 환경 또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자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제
개혁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따른 대외개방 압력을 받는 정
책당국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해 대외개방을 점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전방위적 대
외개방에 의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나. 경제자유구역 현황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조성은 아시아와 북 중미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중동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설립은 상대적으로 저조
한 편이다. ILO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아시아 내 경제자유구역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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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세계지역별 경제자유구역 분포(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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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개로 전 세계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 중미 지역이 873개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경우 13개 국가들 내에 84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해 있는데 이는 전체의 4.4%에 해당된다.
걸프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이며 풍부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설립과 운영이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걸프국
가들의 경제는 과거부터 국영체제로 운영되는 석유 및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
해온 관계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상당히 소극
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걸프국가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영역을 확대하여 석유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중 소 규모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매우 적극적이다. 2004년 현재
걸프지역에는 [표 3-18]과 같이 약 55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어 7,6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운영 중인 경제자유구역은 제조 운
수 IT 금융 법률 서비스업 등에 걸쳐 다양하다.
GCC 국가의 경제자유구역 현황은 [표 3-19]와 같으며,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
이 제공하는 주요 인센티브는 [표 3-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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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걸프지역 국가별 경제자유구역 현황(2004년)
경제자유 업체 수
구역 수(개)
(개)

고용인원 전체 노동력*
(천 명) 대비 비중

주요 부문

걸프 전체

55

7,667

-

-

-

사우디아라비아

10

1,627

282

3.9%

운송 및 저장, 제조

UAE

16

3,000

522

34.0%

제조, 물류, 창고, 금융, 교육,
연구개발, 정보통신

쿠웨이트

6

599

-

-

오만

6

221

11

1.2%

카타르

4

87

-

-

석유화학, IT, 교육, 금융

바레인

9

98

-

-

섬유, 금융 및 보험

이란

4

2,035

-

-

가죽 및 섬유, 신발, 금융 및
법률서비스

제조, 금융, 법률서비스
운송 및 저장, 전시

주: * 전체 노동력은 2000년 수치임.
자료: ILO(2003); World Bank(2004b); UNCTAD(2004) 등을 토대로 필자 정리.

표 3-19. GCC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조성 현황(2006년 9월 기준)
분야
국명
UAE
(두바이)

항만
물류

미디어
첨단
항공 경공
생명
기술
중공업 ICT 엔터테인 교육 의료 금융
물류 업
공학
먼트
개발

1985

1985
1999 2000
2004

UAE
개발중
(아부다비)

-

-

1985 1999
2001
2000 2000
개발중
2004 개발중
2004

UAE
(기타)

1987
1988
1995
2000

-

1987
1988
개발중
1995
2000

사우디
아라비아

개발중

-

개발중

2000
2001
2003 2003 2004 개발중 개발중 2002
7건
개발중

1996

-

-

-

개발중

-

-

개발중

-

-

-

-

2003
2003
개발중

-

기타
틈새
시장

-

-

개발중 개발중

개발중 개발중 개발중 개발중 개발중 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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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계속
분야
국명

항만
물류

미디어
첨단
항공 경공
생명
기술
중공업 ICT 엔터테인 교육 의료 금융
물류 업
공학
먼트
개발

카타르

1996
1997

-

쿠웨이트

1999
개발중

-

오만

1999
개발중

바레인

1990년대
개발중

-

1996
1997 2004
개발중

-

2003

-

2005

-

2004

-

1999 1999
개발중 개발중 개발중 개발중
개발중 개발중

-

-

-

-

-

1999 1999
2003
개발중 개발중

-

-

-

-

개발중

2003

-

1990 1990년
년대 대 개발중
개발중 개발중

-

-

-

-

-

-

의료 개발중

자료: 각국별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및 기사를 토대로 필자 정리.

표 3-20. GCC 국별 경제자유구역 투자인센티브 내용
국명
(자유구역명)

두바이(UAE)
(제벨알리 자유구역)

사우디아라비아
(알압바시섬내
자유구역 개발중)

기타
틈새
시장

주요 인센티브 내용
100% 외국인소유 허용
15 30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수출 수입세 면제
현지인 스폰서 불필요
과실송금 자유화
최장 50 99년까지의 임대권 보장
종업원고용 자율권 보장
인프라, 산업설비, 주거 서비스 부대시설 등 양호
100% 외국인소유 허용(단, 국가안보 및 전략산업 투자제한)
제조업 원료용제품 수입관세 면제
법인세 인하 및 감세혜택
현지인 스폰서 불필요
과실송금 자유화
외국인의 사우디 자산 취득 허용
고용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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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계속
국명
(자유구역명)

주요 인센티브 내용

카타르
(과학기술단지)

100% 외국인소유 허용
수입관세 면제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에이전트 및 스폰서 불필요
과실송금 자유화

쿠웨이트
(쿠웨이트
자유무역지대)

100% 외국인소유 허용
수입관세 면제
법인세 면제
현지인 스폰서 불필요
과실송금 자유화

오만
(무스카트
지식오아시스)

100% 외국인소유 허용
수입관세 면제
최장 10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과실송금 자유화

바레인
(시트라
자유공업지대)

100% 외국인소유 허용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과실송금 자유화
전기료 보조(제조업 투자기업에 한함)
5년간 100% 관세 보전(제조업 투자기업에 한함)
수출융자 지원(제조업 투자기업에 한함)
관세보호(tariff protection), (제조업 투자기업에 한함)

자료: 각국별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및 기사를 토대로 필자 정리.

UAE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산업구조의 다원화 및 고도화와 대외개방을 추진 중인 UAE는 경
제자유구역 개발을 경제구조조정 및 세계화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UAE 내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은 100% 외자기업 설립 허용, 15 30년간 법인세 및 소득
세 면제, 수출 수입세 면제, 과실송금 자유화, 최장 50년 99년까지의 임대권 보
장, 종업원고용 자율권 보장, 내국인 스폰서 불필요 등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
하여 포괄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 및 산업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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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주거, 서비스 부대시설의 구축,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품질의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걸프지역 국가들 중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가장 활발한
UAE는 2005년 현재 총 18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운영 중이며, 이중 12개가 두바이
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에미리트들도 각각 1 2개의 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UAE의 가장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사례는 두바이에 위치한 제벨알리(Jebel Ali)
자유구역으로, 1985년 설립된 후 현재 유니레버, 다임러크라이슬러, 소니와 같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을 포함하여 약 5,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활동 중이다. 두바
이는 또한 제벨알리 자유구역의 성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방송, 금융, 의료, 제조
업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경제자유구역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최근 UAE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동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정책의 변화와
UAE의 중장기 경제개발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과거 무역항을 기반으로 교역 및
제조업의 활성화를 추구하던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오늘날에는 단일 업종, 특히 서
비스업에 특화된 전문자유구역으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2000
년을 전후하여 뚜렷이 나타난다. 2000년 이전에 조성된 경제자유구역들의 경우 대
부분이 자유무역항을 기반으로 진출기업의 60%정도가 교역활동을 하고, 제조기업
은 20% 수준에 그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이들 경제구역은 물류허브를 지향하며
이를 통해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에너지부문으로
의 다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하는 정부로서는 물류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에만 만족할 수 없었다. 정부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제
자유구역을 전략산업 및 민간부문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2000년 이후 조성된 10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성을 알 수 있
다. 우선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이 두바이에 위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
역들이 모두 하나의 업종에 특화되어 개발되었고 또한 상당수가 고부가가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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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끝으로 각 경제자유구역 내 진출업체 수로 미루어 볼
때, 2000년 이후에 새로운 형태로 조성된 경제자유구역들이 단기간 내에 비교적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다. 두바이의 장기적 국가개발전략이 중동지역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도시를 지향함을 고려할 때, 제조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교육, 의료, 금
융 등 21세기형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두바이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은
최적의 정책 수단이라 평가할 만하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UAE의 경제자유구역들은 IT와 영상, 바이오와 같이 통
상적 인기 업종뿐만 아니라 카펫제작, 섬유생산, 화훼 등과 같이 틈새시장으로 파
악되는 경공업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이 산업다각화 수단
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석유부문과 민간부문 육성을 위하여 1970년 걸프지역 최초
로 공업도시를 개발한 이후 2005년 현재 3,600여개의 기업이 활동하는 14개의 공
업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바일(Jubail)과 얀부(Yanbu), 담맘(Dammam) 등지에
2020년까지 10여개의 공업지구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의 공
업지구들은 외국인소유 비율과 세제상에 일정 부분 제약이 존재했다. 하지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민간부문 육성 및 국가개발전략 수립으로 외국인투자 및
자유경제구역개발 정책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0년을 전후
하여 민간부문 육성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수립 및 제도운용 기구인 최고
경제위원회를 설립하고, 100% 외국인소유 허용 및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한 혜택과 권리를 보장하는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신규투자 행정
처리가 신청 접수 후 30일 내에 완료토록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투자자의 행정 절
차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2002년에는 사우디투자청(SAGIA)의 조례 제정
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자산 취득 허용, 스폰서제도 폐지, 과실송금 자유화, 고용보
조금 지급, 법인세 인하 등 규제완화 및 외국인투자 유인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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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두바이의 경제자유구역 성공에 자극받아 중동의
물류허브 및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각종 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잇달아 내
놓고 있다. 얀부항 인근에 위치한 압바시섬(Abbassi Island) 내에 자유무역지대 조
성을 추진 중이이며 라비그(Rabigh), 하일(Hail)과 메디나(Medina), 지잔(Jizan) 등
지에 경제도시 건설을 계획 중이다.
정부는 경제특구 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술한 외국인소유 허용 및
감세혜택과 아울러 제조 원료용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키로
하였다. 최근 발표된 주요 자유무역항 및 경제도시 개발 계획들을 살펴보면 주요활
동 부문이 물류,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금융, 관광, 의료, 연구개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지식산업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어 두바이의 경제자유구역을 상당부분 벤
치마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카타르는 1990년대 공업도시 조성과 더불어 2000년 이후 교육도시(Education
City)와 과학기술공원(Qatar Science and Technology Park), 카타르금융센터
(Qatar Financial Centre)를 설립, 운영 중이며,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 육성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공업자유구역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쿠웨이트 정부는 1999년 대규모 상공업설비를 갖춘 슈와이크(Shuwaikh) 항에
100% 외국인소유 허용 및 법인세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쿠웨이트 자유무역
지대(KFTZ)를 조성하여 슈와이크 항을 국제물류허브와 이라크 재건사업 교두보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 슈와이크 자유무역지대의 확장을 통한
미래자유구역 개발을 추진 중인데, 미래자유구역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전자상거
래, 소프트웨어 개발, 통신판매,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미디어제작 등 21세기 지
식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이어 이라크 국경과 인접한 압달리(Abdali) 지역
에 기존 슈와이크 자유무역지대의 4배 규모인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할 계획이며,
두바이 인터넷 미디어시티와 같은 IT부문과 미디어 부문에 특화된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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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만은 2006년 현재 2개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2개의 경제자유구
역을 추가로 개발 중이다. 알마주나(Al mazunah) 경제자유구역은 예멘국경과 인
접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예멘과의 교역활성화 및 관련업종 육성을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되었다. 2003년에 조성된 지식오아시스 무스카트(Knowledge Oasis
Muscat)는 오만 최대 공업단지인 루사일(Rusayl) 공업지구와 시브(Seeb) 국제공
항, 카부스(Qaboos) 대학의 인근에 위치한 첨단기술단지로 IT산업, 모바일커머스
및 국제콜센터 등 틈새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레인은 전통적으로 걸프 인근 국가들에 비해 외국인투자 규제가 적은데, 현재
2개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1개의 자유공업지대가 개발 중이다. 바레
인의 주요 항만인 미나술만(Mina Sulman) 항에 자유운송지대가 조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자유구역은 북부 시트라(Sitra) 산업지대에 조성되어 있다. 또한 히드
(Hidd) 섬에 연 40만 개의 컨테이너를 수용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대와 공업지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자유경제구역을 걸프지역 생산기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다. 평가 및 시사점
GCC 국가들은 석유연관산업 및 비에너지부문으로의 다각화와 이를 위한 외국
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자유경제구역 개발을 활발히 전개 중이나 UAE의 두바이
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비교적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다.
UAE의 두바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비에너지 부문으로의 경제다각화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데, 두바이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전략의 성공요인은 선점효과
및 시너지효과로 분석될 수 있다. 1980년대에 다른 산유국들에 비해 석유에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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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했던 두바이는 다른 국가들보다 앞
서 국제물류 요충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
하게 된다. 이에 오일머니를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프라 및 관련 설비를
구축하고 각종 규제 철폐 및 면세정책을 통한 국제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중동진
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두바이가 여러
외국기업들의 중동 진출거점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중동 진출거점이라는 선점
효과를 확보한 두바이는 물류와 전통제조업뿐만 아니라 첨단제조업과 미디어, 의
료,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고 각 부문에 특
화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물류 및 전통제조업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함께 발전함으
로써 시너지효과를 달성, 경제다각화 및 경제체질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표 3-21]과 같이 1980년대 30%였던 UAE의 비석
유부문 수출비중이 2000년대 초반에는 52%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비석유부문 수
출의 GDP 대비 비중 역시 18%에서 37%로 두 배 이상 증가하여 비석유부문으로
의 경제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부문의 비
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여타 중동산유국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림 3-15]에 나타난
표 3-21. UAE 비에너지부문 경제다각화 추이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 04년

수출 비중
석유 부문

68.1

70.5

47.6

47.7

비석유 부문

31.9

29.5

52.4

52.3

GDP 중 비중
석유 부문

62.7

41.7

33.2

33.5

비석유 부문

29.4

17.5

36.6

36.7

자료: World Bank(2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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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두바이 산업구조(2003년)

자료: Dubai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Macroeconomic Statistics DB.

바와 같이 두바이의 산업은 다양한 부문 걸쳐 균형있게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UAE, 특히 두바이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정책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다각화와 일자리 창출에 괄목할만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여타 GCC
국가들의 경제자유구역 조성도 활기를 띄고 있다. GCC 각 국가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이 연이어 수립되고 있으며 또한 두바이를 벤치마킹하여 경제자유구역
형태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 GCC 국가들의 경제자유구역 개발동향을 살펴보
면 2000년을 기점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유형도 변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대까지는 교역 및 제조업에 초점을 맞춘 경
제자유구역 개발이 주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첨단제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
(금융, IT 방송, 의료, 교육) 부문 등 지식기반 산업으로 산업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GCC 국가 모두가 석유연관산업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같은 비에너지
부분으로의 다각화를 목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 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선점효과를 노린 유사 경제자유구역 난립에 따라 향후 역내 경쟁심화가 불
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동진출을 고려중인 우리 기업들에게는 긍정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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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줄 것이므로 우리 기업들은 진출희망 분야 중 최적의 조건과 혜택을 제공하
는 경제자유구역을 찾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첨단제조업 및 고부가가
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최근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제자유구역들에
대해서는 두바이를 포함하여 GCC 국가들 모두 그 성공여부를 속단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편 GCC 국가들에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은 정부운영 및 규제로 자칫 그 효
율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함께 GCC 국가들이 반
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노동력의 질적 수준 제고를 꼽을 수 있다.
GCC 각국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 공급될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GCC와의 경제협력 강화 및
진출 확대 차원에서 GCC 경제자유구역 내 현지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개발은 현지 정부의 협력요구 분야일 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인 고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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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가. 대중동 정치 ․ 경제 관계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중동은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지
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적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네
차례의 중동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가들에 의해 안보를 위협받았으
며 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평화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불안
정한 중동정세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역할은 아랍지역 대중들의 반미정서를 유발하였는데, 반미정서가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 9.11 사태라고 할 수 있다.
대중들의 반미정서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라비아 반도의 국
가들과 미국의 정부 간 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우호적이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문
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 지역 정부와 우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자국
의 중요한 원유수입 지역이었기 때문에 석유의 안정적 도입과 국제유가의 안정을
위해서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였다. 반면 아라비아반도의 국가들은 인접한 이란
과 이라크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특히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1990년 제1차 걸프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쿠웨이트는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걸프지역은 미국에게 전략적 혹은 안보적 측면에서 훨
씬 더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알카에다처럼 이 지역에서 형성된 이슬람 원리주의자
들이 테러를 통해 미국 본토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중동의 문제는 곧 미국 안
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9.11 사태와 G. W. 부시의 집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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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동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중동지역 내에서의 갈등의 안정적
관리나 이스라엘의 안전보장을 넘어서, 극단적 이슬람주의와 반미주의를 유발하는
중동 정치체제나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
는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의 정치적, 경제적
재건과 이란의 핵개발 시도 역시 미국의 중동정책의 핵심적 사항이 되었다.
미국의 대중동관계에서 전략적 혹은 안보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다음
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에너지공급원으로서 중동이 지니는 의의이다. 미국의 석유
생산은 1970년을 전후하여 정점에 이르렀지만 석유소비는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석유자급률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현재 미국은 전체 원유소비의 60% 이
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약 절반가량을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미주지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걸프지역 역시 미국의 중요한 원유수입
원이다. 2005년의 경우 걸프지역으로부터 230만 b/d의 원유를 수입하여 걸프지역
에 대한 원유수입의존도가 17%를 기록했다. [그림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비
그림 4-1. 미국의 걸프지역으로부터의 원유수입량 및 의존도
(단위: 천b/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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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미국과 걸프지역의 교역관계(2005년)
(단위: 백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이란 이라크

합계

수출

6,830

8,477

1,974

986

593

351

96

1,372 20,679

수입

27,228

1,469

4,335

448

555

432

175

9,039 43,680

수지

-20,398

7,007

-2,361

538

38

-81

-79

-7,666 -23,001

자료: 한국무역협회

율은 1990년 25%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미국의 제3위 원유수입대상국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동이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2005년에
걸프지역 8개국에 대한 미국의 상품수출액은 207억 달러, 수입액은 437억 달러로
이 지역에 대해 230억 달러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였다. 미국 전체 수출에서 걸
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 수입은 2.6%로 매우 작은 수준이다. 그리고 수출
의 경우 이라크 복구사업과 오일붐의 영향으로 2005년 이후 급증한 것을 제외하면
10여 년간 100억 달러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었다. 수입의 경우는 원유가 거의 대
부분을 차지고 있으며 최근 유가급등 때문에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는 UAE에 걸프지역 전체 수출의 약 40%를 하고 있으며, 수입의 절반 이상은 사
우디아라비아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란과는 1990년대부터 이루어진 경제제재
때문에 공식적인 경제관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 대중동 전략
미국의 중동정책은 9.11 사태와 부시대통령의 집권을 계기로 크게 변화되었는
데, 전략의 핵심은 테러의 근절을 위해 중동의 정치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
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경제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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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과 개방을 통해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완화하여 테러를 유발하는 사회적
토양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대중동전략이다. 중동과의 경제협
력정책 역시 이러한 전략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 부시행정부의 인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60) 첫
째, 중동 국가들의 비민주적 정치체제가 테러리즘을 발생 혹은 확산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왕정을 포함한 비민주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
심지어 친미적 국가들마저 정권 유지를 위해 반미주의를 고양시키고 테러를 용인
하고 있다. 둘째, 이라크와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중동지역의 장기적인 안정
과 평화에 결정적인 위협이 된다. 이들 나라가 핵무기 보유까지 추구하게 된다면
중동지역 정세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셋째, 클린턴 행정부가 추
구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상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
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
을 가진 팔레스타인의 민주적 리더십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
화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중동지역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위
해서는 중동지역의 체제를 민주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을 요할 수 있지만 때로는 강경한 외교정책과 무력 사용을 통해서라도 달성해
야 할 목표이다.
부시 행정부가 이러한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물론 9.11 테러
사태이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중동의 어느 나라가 비민주적이거나 억압적인 정
부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행동하고 미국이 추구하
는 중동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한 그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9.11 테러사태는 이러한 과거의 중동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촉발하는 계기

60) Gordon(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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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다. 9.11 테러사태를 주도한 세력의 상당수가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집트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미국 정치권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이
들 나라 출신의 테러리스트가 많다는 것은 이들 나라의 정부 혹은 정권의 비민주
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즉 이들은 정권의 정당성 유
지를 위해 한편으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수사에 의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
만을 반미주의나 반이스라엘주의로 표출하도록 허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슬람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지원까지 눈감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동에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중
동정책의 궁극적 목표이며, 그 목표가 달성될 때만 테러가 근절될 수 있다고 그들
은 생각한다. 이라크 전쟁은 그 목표로 가기 위한 첫 단계이고 따라서 전쟁의 목표
는 단순히 대량살상무기의 제거가 아니라 ‘체제변화’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라크의 체제변화는 중동 전체의 체제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
으로 미국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미국은 석유의 해외의존도 증가를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지
정학적으로 불안한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을 에너지 안보의 심각한 위
협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에너지 측면에서 중동에 대한 미국정책은 크게 두 가지
인데, 하나는 중동에 대한 석유의존도를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석유개발부문
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중동국가에 대해 개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2006년 초에 2025년까지 중동으로부터의 석유도입을 현재의 75%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석유소비 증가와 중동의 석유생산비중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
에서 이러한 정책방향은 매우 과감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
들은 실현가능성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중동국가들은 석유개발투자 감
축을 고려하겠다는 등의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2001년에 발
표된 국가에너지정책(National Energy Policy)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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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트, 카타르 등 걸프국가에 대해 장기적으로 석유시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
고 있으며, 실제로 그 징후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미국 석유기업의 이라크 진
출이 확대되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다. 대중동 협력정책
중동에서의 민주주의 확산과 경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정
책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중동파트너십 이니셔티브(Middle
East Partnership Initiative: MEPI), 중동자유무역 이니셔티브(Middle East Free
Trade Initiative: MEFTI), 확대중동 이니셔티브(Broade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nitiative: BMENA)가 그것이다. MEPI는 미국 국무부가 총괄하는 가장
포괄적인 대중동 협력정책이며, MEFTI는 중동지역의 무역개방과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하고 있는 정책이며, BMENA는 중동
의 민간경제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협력 프로그램이다. 여기서는 MEPI와
BMENA는 간략히 설명하고 미국의 대중동 경제정책의 핵심인 MEFTI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MEPI는 중동의 정치, 경제, 교육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2년
부터 시작되었다. 이 정책은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재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응
하여 원조나 교육 등 외교정책의 연성수단(softer elements)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EPI는 정치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 여성인력양성의 4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동지역 정부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NGO, 학생,
중소기업인, 전문여성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목적
으로 한 NGO 지원, 금융인 및 중소상공인 연수, 대학생 인턴십지원, 교사 연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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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 각종 포럼 및 행사 지원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경제분야의 프로그램
을 보면 중동기업인 미국연수(MEET-US), 금융인 교육연수(PFE) 등이 있으며 다
음에서 설명할 중동지역 시장개방 지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MEPI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MEPI를 위해 2002 05년의 4년 동안 미국정부는 2.9억 달러의 예산
을 지출하였으며, 전체 예산 중 33%가 경제분야에 지출되었다.
BMENA는 2004년 G8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하여 채택된 다자간 사업인
데, 미래포럼(Forum for the Future)과 미래기금(Foundation for the Future)이 이
정책의 중요한 두 축을 이룬다. 미래포럼은 G8과 중동국가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가 참여하는 연례포럼이다.61) 미래기금은 아랍지역의 비정부단체와 중소기업을 지
원하기 위해 미국, EU, 중동국가들이 조성한 기금인데, 2005년 말 현재 5,500만
달러가 조성되었다.
미국의 대중동 경제협력 정책 중 가장 중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MEFTI이다. 부시행정부는 중동 경제를 개방하여 세계경제체제에 통합시킴
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동지역의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MEFTI를 제
시하였다. 폐쇄적이고 정부주도적인 중동 경제구조를 개방적이고 보다 민간주도적
인 경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의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아랍적인 가치관을 약
화시키고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불만을 완화하여 테러와 반미감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중동지역의 경제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단계
적 지원은 [그림 4-2]와 같다. 우선 WTO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가입을 지원하며,
일반특혜관세(GSP) 대상이 되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GSP를 확대한다. 그리고 양국

61) 이 포럼은 2004년 모로코, 2005년 바레인, 2006년 요르단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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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미국의 중동자유무역 이니셔티브의 개념도

WTO가입
지원

GSP
확대

양자 간
FTA 체결

TIFA
체결

MEFTA
창설

BIT
체결

무역능력
배양지원

자료: 미국무역대표부(www.ustr.gov) 자료들을 토대로 필자작성.

간 투자 및 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이나 투자보장협정(BIT)을 체결
한다. 나아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역내국가 간 상호
인정을 통해 중동 전체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어 중동자유무역지대(Middle East
Free Trade Area: MEFTA)를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물론 이러한 절차가 반드시 단계
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가능하면 바로 FTA를 체결할 수도 있다.
이러한 MEFTI 구상에 따라 [표 4-2]와 같이 걸프지역 국가와 미국간에 TIFA
와 BIT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과는 양자간 FTA도 체결되었다.
GCC 국가들 중 처음으로 바레인과 2004년에 FTA를 체결하였고, 오만과는 2005
년에 체결하였다. 그리고 UAE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미국과 걸프지역 국
가 간 FTA의 특징은 경제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중동 국가의
정치적 결단만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타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들 지역과
미국과의 무역규모도 크지 않고 걸프국가의 산업구조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협
상의 이슈가 많지 않다. 다만 미국의 양자 간 FTA 정책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11 사태
이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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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I가 궁극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중동의 왕정체제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사우
디아라비아 왕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62)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레인
과 미국의 개별적 FTA 체결이 GCC의 관세동맹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즉 GCC 회원국은 2006년에 관세동맹을 원칙적으로 출범시켰기 때문
에 공동의 무역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FTA도 개별국가가 아닌 GCC 단위에서 체
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63) 이러한 문제제기로 미국의 MEFTI가 걸프지역에서 좌
초된 것은 아니지만 조기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미국은 정치체제에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의 NGO, 청년,
중소기업인, 여성 등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개방을 위해 FTA를 추진하
고 있지만 양 지역 간 정치적 문화적 불신이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중
동의 왕정 국가들은 미국의 중동정책이 현재의 정치경제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데 대해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중동 일부 왕족이 테러를 방관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2006년 초 두바이 항만회사인 두바이포트월드
(DPW)가 미국의 항만운영권을 인수하려다 미국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된 사건은
양지역 간 경제협력에 정치적 문화적 불신이 얼마나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
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이 경제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교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라크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당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어 이라크 정부
당국도 미국과 정치 경제적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데 큰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62) 중동의 왕정국가들은 중동의 고유한 문화적 역사적 특징을 감안한 ‘아랍식 민주주의’가 존중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보편적 민주주의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63) GCC 정상들은 양자 간 FTA 체결은 미국과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앞으로는 GCC 단위에서 FTA
를 체결한다고 잠정 합의하였지만 실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GCC의 FTA 정책에 대
해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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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미국과 걸프지역 국가 간 무역자유화 추진 현황(2006년 1월 현재)
국가
바레인

자유역협정
(FTA)

무역투자협정 투자보장협정
일반특혜관세
WTO가입
(TIFA)
(BIT)
(GSP)

체결 (2004)

가입

비대상국

발효

가입

비대상국

발효

가입

부여

카타르

발효

가입

비대상국

사우디아라비아

발효

가입

비대상국

발효

가입

비대상국

협상 중

비대상국

발효

협상 중

부여

쿠웨이트
오만

GCC
회원국

UAE
기타

체결 (2005)

협상 중

발효

이란
이라크

발효

자료: 미국 무역대표부(www.ustr.gov)

2. EU
가. 대중동 정치 ․ 경제 관계
지중해를 중심으로 연결된 유럽과 중동은 지리적 인접성과 종교 사회적 이질
성으로 인해 세계사적 격동기의 많은 부분을 공유해왔으며, 장구한 세월에 걸쳐 두
지역 간 상호의존성 또한 증대되어왔다. 오늘날에도 유럽과 중동은 정치, 사회, 경
제 각 부문에 걸쳐 중요한 이슈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분쟁과
이라크 전쟁, 폭력조직 및 중동출신 극단주의자들의 유럽 내 테러 자행 등은 EU의
심각한 안보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EU내 중동출신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EU
와 중동 간 연계가 강화되는 한편 중동지역으로부터의 불법이민이 증가하고 있어
국경불안과 사회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중동지역 정세 불안과 세계 석
유 수요증가로 인한 고유가 및 수급난 장기화는 세계 석유 소비의 약 18%를 차지
하고 있는 EU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중동지역의 각종 정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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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현안들이 EU의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EU는
이러한 정황이 반영된 체계적인 대중동 정책을 수립 전개하고 있다.
유럽은 세계 주요 석유 소비 수입 지역으로 유가상승 및 수급난이 유럽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원유공급원이 다변화되어 있어 중동지역, 특히 걸프지역에
대한 원유수입의존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전 세계 석유소
비의 20% 내외를 차지하던 EU의 석유소비 비중은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며 2005
년에는 18.3%로 줄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막대한 양의 석유소비가 이루어지고 있
다. 석유 수입량 역시 매우 커서 세계 최대 석유수입국인 미국의 비중 27.1%에 필
적하는 26.6%를 유럽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유럽의 석유 수입의존도는 빠르
게 높아지고 있는데 2000년 69.4%였던 수입의존도가 2005년에는 80.8%로 증가
하였다. 그러나 유럽은 2005년 전체 석유 수입량의 절반 이상인 43.8%와 14.8%
를 러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 의존하는 반면, 걸프지역 의존도는 23.8%로 걸프지역
에의 석유의존도가 비교적 낮다.64) 이는 전체 석유 수입량의 80% 내외가 걸프지
역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EU의 대GCC 교역은 EU 전체 교역의 약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교
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EU의 대GCC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는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로 수입규모가 증가추세이다. GCC내 EU의 주요 교역
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전체 교역의 1.7%)와 UAE(1.6%)이며 이들 두 국가가
전체 대GCC 교역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U는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수입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당폭의 무
역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GCC에 오일머니가 유입되어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EU

64) BP(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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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EU의 대GCC 국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수출

2005년

비중

수입

2005년

비중

전 세계

1,061,836

100.0

전 세계

1,176,055

100.0

GCC

50,395

4.7

GCC

37,322

3.2

UAE

25,288

2.4

사우디
아라비아

22,092

1.9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6b)

로부터의 수입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GCC 교역에서 큰 폭의 무역수
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EU의 대GCC 무역구조는 주로
1차 산품인 에너지광물을 수입하고 기계류와 수송장비 등을 수출하는 구조이다.
2005년 대GCC 수입금액의 약 65%를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
으나 기계류와 수송장비의 수입도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품의 대부분이
에너지자원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대GCC 수입구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입품목
이 다변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GCC 수출의 경우 기계류(42.6%)와 수송장
비(13.5%), 화학제품(8.5%)등이 주로 수출되고 있다.
표 4-4. EU의 대GCC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수출

2005년

비중

수입

2005년

비중

전체

50,395

100.0

전체

37,322

100.0

농수산품

3,145

6.2

농수산품

273

0.7

에너지

678

1.3

에너지

24,165

64.7

기계류

21,475

42.6

기계류

5,790

15.5

수송장비

6,802

13.5

수송장비

1,411

3.8

화학제품

4,294

8.5

화학제품

2,284

6.1

섬유의류

1,226

2.4

섬유의류

230

0.6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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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는 이란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에너지 수입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무
역수지적자를 기록해 왔으나 최근 수출증가로 소폭의 무역수지흑자 내지는 무역수
지균형을 이루고 있다. 대이란 수입품의 대부분이 에너지이며 기계류와 수송장비,
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데 2004년 대이란 수출은 EU 전체 수출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나. 대중동 전략
EU에 있어 걸프지역을 비롯한 중동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경제 에너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상이다. 중동
의 지정학적 불안정은 에너지 수급난과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서 끝나지
않고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이라는 EU의 치명적 안보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동 지역분쟁과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조직범죄, 불법이민, 에
너지안보 등의 현안들은 안보 및 치안을 위협하고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EU의 대중동 전략은 정치 경제협력관계 강화와 더불
어 중동사회의 안정과 진보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
다. EU에 위협이 되는 중동 내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중
동 정치 사회의 안정과 번영이기 때문이다.
9.11 테러사태 이후 EU의 안보 전략은 상당한 변화를 가지게 된다. 인도적 구
조, 평화유지 및 위기관리업무 등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 방식에서 9.11 테러사태
이후에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확산 위협에도 대처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
하게 된 것이다. 이에 EU의 주요 안보 위협지역인 중동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하
여 EU의 전략목표를 새로운 위협에의 적극대처로 설정하고 EU 인근국들과의 안
보협력체계 및 효과적 다자주의(effective multilateralism)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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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EU 원유수입의 약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프지역 및 북부아프리

카와의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교관계 및 경제협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동반자적 관점에서 중동지역 안정과 번영을 통한 EU의 사회안정
및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중동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이민문제 해결, 법치주
의 확립, 인권보장, 시민사회 성숙, 정부지배구조 개선 등 중동 경제발전 및 사회개
혁을 장기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 대중동 협력정책
전술한 바와 같이 EU는 역내 안보와 발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치 안보 경
제 사회 전반에 걸쳐 대중동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 중이
며 장기적으로는 중동의 풍요와 안보 증진에 이바지함으로써 양 문화권 간 평화적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
우선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 해결 없이는 중동 평화와 번영은 이루어질 수 없
다는 시각아래 중동평화로드맵에 따른 평화적 분쟁 해결을 EU 대외관계정책의 핵
심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전한 정부 지배구조, 민주화, 법치체계 확립,
인권보장, 양성평등, 소수자 권리 존중 등의 중동 사회 개혁을 위한 정치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인권과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 외교적 교류와 법제
개혁, 인권문제 중시, 법치체계 확립과 정부지배구조 건전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공명선거 및 사법개혁 지원, 비폭력정치조직과 시민운동단체 촉진 등이 그 내용이
다. 지역별로 볼 때 지중해연안국가들에 대해서는 인권보장과 민주화를 위한 국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GCC 회원국들과는 양자 간 정치 외교적 수단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합동위원회 및 장관급 회담을 정례화하여 1990년대 초부터 매년 양 지역 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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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경제 안보 등에 대한 협력강화를 위하여 포괄적인 논의 및 전문가 교류를 지
속하고 있다. 그리고 EU로 유입되는 중동 불법 이민자들을 공동관리 하기 위한 기
술지원 및 국경통제 등의 협력체계 구축과 중동국가들과의 재입국협정 타결을 추
진하고 있다. 중동지역이 지식사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청년층 교육, 여성 교육을
협력대상으로 설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그리고 두 지역 간 사회 문화교류를 통해 각 문명권의 문화적 특수
성을 인정하고 유럽과 중동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술
한 중동지역 정치, 사회, 문화, 인권 등 제반분야에 대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
여 EU는 개발원조(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지중해 연안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동 개발원조액 지급액은 2005년의 경우 약 11억 유로로 전체 개발원조액 약
61억 유로의 18%를 차지하고 있다.65) EU는 개발원조를 활용해 중동의 사회안정
및 개혁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정적 에너지 공급처 및 완제품 판매시장 확보를 추
구하고 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와 테러리즘 근절, 분쟁 예방과 해결 등을 위하여 정부 간 공
조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중동 각 국가와 제휴협정 및 각료회담 등을 통해
테러리즘에 공동 대응키로 하고 테러지원을 규제하기 위한 전문가 교류를 실시하
고 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설비
및 기술의 수출 및 국경 간 이동을 막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U는 중동국가들이 직면한 여러 경제문제 및 사회불안의 근본 원인을 빠른 인
구증가에 따른 청년층 교육수요 증가 및 일자리 부족으로 파악하고, 중동지역의 경
제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중동지역 경제발전과 EU와
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중해연안국가에 대해서는 경제 사회부문 내부개혁

65) European Commission(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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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함께 농업 및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무역자유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EU
는 2010년까지 지중해연안국가와의 FTA 체결을 위하여 다자간 장관급 경제회담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GCC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1989년 체
결된 EU GCC 협력협정을 토대로 에너지부문과 경제부문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지속적인 전문가 교류를 이루고 있다. GCC와의 FTA 체결도 추진 중인데, 지난
1990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 후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1999년 GCC 관세동맹이 결성되면서 그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2005
년 11월 13차 협상을 통해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경제관계 강
화를 위해 GCC 단일통화 도입 및 공동시장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걸프국가 정
부행정 합리화 및 개편을 위한 기술지원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중동 전 지역에
걸쳐서는 규제환경 현대화 및 무역자유화를 통한 중동국가들의 WTO 가입 촉진,
EU-지중해연안국가 FTA 및 EU GCC FTA를 잇는 지역통합 FTA 설립 촉진,
초유럽 네트워크를 잇는 에너지 운송 통신망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3. 일본
가. 대중동 정치 ․ 경제 관계
역사적으로 실크로드를 이용한 일본과 중동 간 교역이 행해져왔음을 고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양자 간 정치 경제 정세에 영향
을 미칠만한 이렇다 할 사건 없이 장기간의 공백기가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1905년
러일전쟁에서 입헌정치체제인 일본이 제정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하였다는 소식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일본의 존재가 중동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66) 이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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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 기간 동안의 일시적 단절을 제외하고 일본과 중동지역은 경제 문화 분
야에 대한 통상적 수준의 교류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73년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1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양자 간 관계는
일대 전환을 맞게 된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
급곤란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국내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
는 일본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수급난에 대
한 대응책으로 석유메이저로부터 원유를 간접 구매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하여 산
유국으로부터 원유를 직접 구입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그 결과 중동 산유국들과의
외교관계 강화가 자연스럽게 일본의 주요 외교 사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주요 에
너지수입국인 일본은 중동정세의 안정화와 산유국과의 관계강화가 자국의 경제발
전을 위한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적극적인 대중동 외교활동을 전개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고위급 회담과 교류를 통해 양
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오고 있으며 중동지역 발전과 정세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중동지역 20개 국가
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내에는 중동 19개 국가
들이 자국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각에선 제3차 오일쇼크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큼 고
유가의 장기화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일본의 대중동 원유수입 의존
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대중동 무역수지 역시 악화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에 따르면 2005년 일본 전체 수입금액 약 57조 엔 가운데 원유 수입금액이 약 8
조 8,000억 엔으로 수입 총액에서 원유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4%에 이르는데,
이는 198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67) 또한 원유수입금액의 GDP 대비 비중은
66)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일본의 러일전쟁 승리는 당시 입헌정치를 주창하던 이란과 터키의 혁명가들
을 고무시켰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이란과 터키는 1906년과 1908년 입헌혁명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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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7%를 기록하였는데 이 역시 198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원유수입비용
증가가 국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일본은 원유수입의 대부분을 중
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중동 원유수입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05년에는 원유수입의 약 90%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하였다. 국별로는 사우디아라
비아에서의 수입이 전체의 32%, UAE가 27%, 이란이 15%로 상위 3개 국가로부터
의 수입이 전체의

3
4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대중동무역수지 또한 악화되

고 있는데 고유가로 인해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일본의 대중
동 수출 증가는 수입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2005년 대중동 무
역적자 금액은 약 7조 8,000억 엔으로 이는 일본의 2005년 對세계 무역수지 흑자
액, 약 8조 7,000억 엔에 필적하는 금액이다.
일본의 대중동 무역구조는 1차산품인 에너지광물을 수입하고 소비재 중심의 완
제품을 수출하는 보완적 구조이다. 2005년 대중동 수입금액의 80% 이상을 원유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광물자원의 수입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대중동 수출의 경우
내구소비재 33%, 생산재 33%, 자본재 29%로 이들의 비율이 비슷한데, 세계 여타
지역으로의 수출구성과 비교해 볼 때 대중동 수출의 경우 생산재의 비율이 낮은
반면 내구소비재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68) 수출 품목별로는 일반승용차,
소형자동차, 자동차 타이어의 순으로 구성비가 높은데, 5년 전과 비교해도 품목의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다. 중동 국가들은 제조업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고 일본
기업의 진출 또한 저조한 관계로 일본의 제조 설비나 반제품 수출은 적고, 완성품

67) 일본의 원유수입금액 증가는 상당부분 원유수입단가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3과 2005
년간 일본의 원유수입물량은 큰 변동이 없으나 수입단가는 2003년 말 배럴당 30달러에서 2005
년 말 배럴당 60달러 가까이 상승하였다.
68) 동아시아나 ASEAN으로의 일본 수출의 경우 약 70% 정도가 생산재이며 내구소비재가 5%이하
로 생산재 수출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도 생산재의 비중이 50%, 내구소비
재 25%로 역시 생산재의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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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많은 것이다. 중동지역내 일본현지법인 수는 72개로 전세계 일본현지법인
수 14,955개의 0.5%에 불과하다. 더욱이 72개 일본현지법인 중 제조업체는 12개
인 반면 도매업체가 40개이다.

나. 대중동 전략
일본의 대중동 경제전략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와 잠재시장 개척으로
집약될 수 있다. 2006년 4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간한 세계경제전략 보고서 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동지역을 에너지수급난 시대의 주요 에너지공급원이자 막대
한 오일달러를 보유한 자금공급원 및 잠재시장으로 파악하고 중동과 보다 긴밀한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중동은 일본 원유수입량의 약 90%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원유공급지이며 또
한 이 지역에 세계원유매장량이 편재되어 있어 향후에도 중동의 중요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어 일본 정부는 안정적 원유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중동 산유국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중동지역의 정세가 일본의 에너지안보에
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하여 중동지역 평화 안착과
재건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중동지역을 개발 잠재력이 큰 성장시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선 고유가의 장기화에 따른 막대한 오일머니 축적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
증가에 힘입어 석유 가스, 석유화학, 수 전력, 부동산 개발 등 건설 플랜트 부
문과 소비재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1970 80년대의 오일붐
때와는 달리 최근 중동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장래를 위하여 교육 훈련, 의료, 정
보 통신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오일머니를 지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
는 것도 일본이 중동시장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최근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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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이나 WTO 가입, FTA 체결 등을 통해 중동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
어감에 따라 외국기업의 참여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듯 원유공급지와 성장시장으로서의 중동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원유 등 에너지를 수입하고 자동차나 가전제품, 플랜
트 등을 수출하는 기존의 단선적 경제관계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중동 관계를 구축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일본 정부는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나 인적자원개발, 환경보전 등 중동 국가들의 당면과제이면서 일본이 경쟁력
을 보유한 분야에 대하여 기술과 노하우를 비즈니스 기반으로 제공하여 쌍방에 이
익이 되는 관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하여 상호협력 및 투자교류 확대,
인적교류 확대를 이루어 경제관계의 다각화를 꾀하는 한편 상호이해를 통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장기적 협력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대중동 협력정책
전술한 바와 같이 중동지역은 일본에게 에너지 공급원이자 잠재성장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심층적 시장침투
라는 대중동 경제전략 달성을 위하여 일본 정부는 중동지역 정세안정화와 양자 간
정치 외교관계 강화, 그리고 양자 간 경제관계 강화라는 세 가지 접근경로를 설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중동 협력 정책들을 수립 시행하고 있
다. 중동지역의 정세안정화와 재건은 국제유가 안정과 중동시장 성장을 위해 반드
시 확보되어야 하는 필요조건이며, 일본정부와 중동국가 간 정치 외교 및 경제관
계 강화는 안정적 원유공급과 함께 여타 경쟁국과 차별화된 현지시장 진입을 이루
기 위한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동 내에서도 각 국가별로 처한 상황이 상
이하므로 일본 정부는 국가별 상황에 맞춘 협력정책을 선택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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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정세안정과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정책 수단으로 일본 정부는
정부개발원조를 활용하고 있다. 2004년 일본의 대중동 ODA 지원금액은 약 10억
달러로 이는 일본 전체 ODA 지출금액의 17.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원된 자
금은 현지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구호와 교통, 발전 및 상하수도 설비, 의
료, 교육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의 재건사업뿐만 아니라 치안확보와 정치민
주화 부문에도 지원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주요 ODA 지원 대상 국가로
2004년 대중동 지원금액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두 국가는 그동안 테러
세력의 온상으로 지적되어왔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재건과 민주화를 위하여 ODA
가 집중된 것이다. 특히 이라크의 경우 난민구제와 공공시설 건설을 지원할 목적으
로 일본 정부는 2003년경 1천 명 이상의 자위군을 파병한 바 있다. 중동의 또 다
른 분쟁지역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정세안정을 위하여 일본은 중동평화과정
(Middle East Peace Process)69)의 진전과 팔레스타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교적 측면에서 2005년 외무성 장관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방문 및 정부특사
파견을 통해 양측 간 분쟁해소를 위한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독
립국가 창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인도적 구호활동과 향후
국가 창설 및 운영을 개혁 지원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데, 일본이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간 제공한 경제적 지원규모는 약 8억 4,000만 달러에 달한다.70)
일본과 중동 국가 양자 간 정치 외교관계 강화는 상호이해를 통한 신뢰관계
형성과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정상회담과 장관
급회담 등 여러 차례의 정부 고위급 인사의 교류를 통해 양국 간 관계 강화를 위

69)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유혈분쟁을 종식시키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창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동지역의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목적으로 미국, EU, 러시아, UN이
제안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승인함으로써 2003년 4월 공식 발표되었다.
70) 8억 4,000만 달러 중 역 73.1%는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되었으며, 23.6%는 직접
원조 형태로, 3.3%는 기술협력 형태로 제공되었다.

제4장 주요국의 대중동 경제협력 전략 165

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팔레스타인, 카타르, 튀니지, 예
멘, 모로코,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정상이 일본을 방문하여 정치 경
제 부문의 협력 강화를 합의하고 관련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정상회담 외에도 일
본-아랍 대화포럼(제4차, 2006. 5)과 중동지역 이해를 위한 세미나(제8차, 2006. 2)
등을 개최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민 관 학 차원
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과 중동의 경제관계 심화 및 다각화를 위한 수단으로 ‘확대중
동구상(The Broader MENA Initiative)’71)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고자 하
고 있다. 중동 국가들의 당면과제인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나 인적자원개발, 환경보
전 등의 분야에 대하여 비즈니스 기반의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여 상호협력 및
표 4-5. 일본과 중동지역간 정상 방문일지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6년
2006년

5월
6월
6월
11월
11월
12월
12월
1월
4월

팔레스타인 마흐무드 압바스 대통령, 일본 방문
카타르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타니 국왕, 일본 방문
튀니지 모하메드 간누시 총리, 일본 방문
예멘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 일본 방문
모로코 모하메드 6세 국왕, 일본 방문
이라크 이브라힘 자파리 총리, 일본 방문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 일본 방문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터키 방문
사우디아라비아 술탄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왕세자, 일본 방문

자료: 일본 외무성

71) 확대중동구상(The Broader MENA Initiative)은 2004년 6월 미국 조지아주 씨아일랜드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로 제안되었다. 확대중동구상은 서구국가들의 주도하에 중동의
정치 경제 사회 전 부문에 걸친 개혁을 이룸으로써 중동 민주화와 함께 테러 위협을 제거하겠
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2009년까지 교사 10만 명, 청년실업가 25만
명을 양성해 서구식 가치관을 확산시킨다는 세부 계획까지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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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교류 확대함으로써 중 장기적 경제협력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이
를 위하여 일본 정부는 확대중동구상의 일환으로서 중동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
한 1,000만 달러 지원과 정부-민간 협력에 기반을 둔 기술 및 직업교육 워크샵 개
최,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대를 위한 지원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공급과 오일머니 축적으로 그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진 걸프 국가들과의 협
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외교적 유대를 긴밀히 유지함과 동시에
GCC와의 FTA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일본정부와 GCC는 공식협상 개시에 앞서 이
미 지난 2006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협상 틀과 향후 일정 조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가졌으며 이어 9월에는 도쿄에서 FTA 1차 협상을 개시하였다. 협상은
관세 인하와 양자 간의 서비스부문 자유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4. 중국
가. 대중동 정치 ․ 경제 관계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중국은 제3세계의 민족해방운동 기치 아래 팔레스
타인을 지지하였다는 것 외에 중동과 관련된 국제적 이슈에 대해선 대체로 중립적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72) 1978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덩샤오
핑(鄧小平) 체제의 등장과 함께 경제개혁 및 개방화 정책에 나선 중국은 자국군의
현대화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중동 국가들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이스라엘과 전투기 개발을 위해 협력하였다.73)

72) Oxford Analytica 2006. China/Middle East: Beijing engages, ups its influence 참고.
73) Leverett and Bader(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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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경제 개방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1993년부터 중국은 원유 순수입국이 되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의 원유 수요는 90% 증가된 반면 중국내 원유생산 증가는 15%
에 그쳐 원유 수입 의존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경제 성장으로 중국의 원유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 정부의 대중동 정책은 에너지 확보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 초반부터 중국은 자국의 정유설비에 적합한 경질유를 생산하는 오만과 예
멘으로부터 원유수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걸프지역으로부터의 원유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페르
시아만에 인접해 있는 거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에 진출을 추진
하였다. 1997년에 중국은 이라크와 약 120억 달러 규모의 유전개발 사업에 합의하
였고, 1999년에는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사우디아라
비아와 석유분문 협력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석유부문 협정체결은 양국 간 석
유산업의 하류부문 교류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중국의 국영석유기업 Sinopec은
2005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Abdullah Bin Abdul Aziz) 국왕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기업인 Sabic과 공동으로 연간 100만 톤
의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 건설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중
국의 푸진엔(福建)에 사우디아라비아 Aramco와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1990년대 중반부터 원유와 석유화학제품 수입을 확대하였고
2000년부터는 이란 유전개발에 참여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04년 중국은 이란
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이란의 야다바란(Yadavaran) 유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중국은 전체 원유수입 중 약 10%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이란의 유전 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중동 정책에 있어 이란은 중점 국가로 분류된다.74)
[표 4-6]에 나타나 있듯이 중국의 해외 석유수입에서 걸프지역으로부터의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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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중국의 對걸프지역 원유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3년
구분

2004년

수입액

국별 비중

수입액

국별 비중

19,824

100.0

33,912

100.0

걸프지역 소계

9,785

49.4

14,588

43.0

사우디아라비아

3,264

16.5

4,635

13.7

오만

1,980

10.0

4,275

12.6

이란

2,640

13.3

3,535

10.4

예멘

1,521

7.7

1,425

4.2

UAE

194

1.0

413

1.2

쿠웨이트

186

0.9

305

0.9

자료: KOTRA(2005)

수입 비중은 2004년 기준으로 약 43% 수준이다. IEA의하면 2005년 중국의 석유
수입 의존도는 32%이나 2010년에는 그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세
계원유 매장량의 약

가 중동 지역 특히 페르시아만 인접국가에 분포되어 있어

중국의 대 중동 석유 의존도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GCC, 이란, 이라크 등 걸프지역과의 교역을 살펴보면, 2005년 기준으로
중국의 걸프지역 수출은 175억 달러, 수입은 272억 달러 수준이다. 중국의 총수출
과 총수입에서 동 8개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의 비중은 2005년 기준으로 각 2.3%
와 4.1%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중국과 동 8개국 간 교역 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의 대중동 수입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83%로 매
우 높고 수출에서는 대체로 제조업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74) Shin and Tkacik, Jr.(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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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중동 전략
미국의 대중동 정책이 테러 근절 목표 아래 중동의 정치와 경제체제를 변화시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경제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것으로
정치, 경제 모두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면 중국의 대중동 정책은 정치보다 경제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75) 따라서 중국의 대중동 정책은 미국과 같이 중동의 변
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보다 경제적 협력 관계 형성이 강조된 것이다. 이런 차이
점으로 인해 중동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편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될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의 대중동 정책에 내포되어 있는 중동 접근전략은 중동에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석유 기업이 마그레브(Maghreb)76) 지역에서부터 페르시아
만 지역까지 석유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력을 하
고 있다. 중국 정부가 중동지역 주요 국가와의 협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것이 ‘중국-아랍 협력포럼(China-Arab Cooperation
Forum)’과 ‘중국-GCC 간 경제 무역 투자 기술 협력 기본협정(China-GCC
Framework Agreement on economic, trade, investment,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이다.
중국-아랍 협력포럼은 2004년 1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이집트 방문 시 중
국과 아랍국가들간 정치, 교역, 과학,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교류와 협
력 확대를 목표로 구성된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당시 이집트에서 자국과 아랍
국가들 간 관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호 성
숙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치적 관계를 강화한다. 둘째, 공동 발전을 위해 무역 및
75) Rubin(1999)
76)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등 아프리카 북서부 일대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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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연계를 강화한다. 셋째, 문화적 교류를 확대한다. 넷째, 세계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해 국제적 이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한다. 이 포럼은 2년에 1번씩 개최되
는데 중국과 아랍연맹 2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06년 제2회 중국-아랍 협력포럼
에서 양측은 2008년 이전의 적절한 시기에 석유문제에 관한 회담을 개최하고
2010년까지 무역액을 1,00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양측은 에너
지,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관련기업 간 상
호투자와 합작기업 설립, 기술이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에 서명하였다.
‘중국-GCC 간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은 중국과 GCC 간 FTA 체결을 위한 사
전 협력체제 기반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중국이 GCC와 FTA를 추진한 배경에는
중국과 GCC 간 교역 규모 급증에 따른 수출시장 확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GCC와의 경제협력 확대 필요 등이 있다.

다. 대중동 협력정책
2004년 9월부터 시작된 중국과 GCC 간 FTA 협상은 2006년 7월 제4차 실무협
의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제4차 실무협의 기간 동안 양측은 시장진입, 원산지 규칙,
화물무역에 관한 법적 문제, 무역구제, 무역에서의 기술장벽(TBT), 위생검역조치
(SPS), 협정문 초안 등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GCC 회원국 간 FTA 체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양측 간 교역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중국과 GCC 간 경제협력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GCC의 제조업 관련 산업기반이 약해 중국의 대중동 제조업 제품 수출이 확대되고
GCC의 대중국 석유화학제품 수출 및 동분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교부는 에너지와 상품분야에서의 걸프지역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
국-아랍 협력포럼’을 구성하였고 ‘중국-GCC 간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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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의 국영 석유기업들은 현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에서 석유개
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4-7]은 중국이 에너지분야에서 걸프지역
에 진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러브 알 칼리 바신
(Rub al-Khali Basin) 지역 천연가스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대신 중국은 자
국의 푸진엔의 정유설비 확장 사업에 사우디아라비아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전략 비축유사업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의 중
이다. 중국은 쿠웨이트와 석유 및 가스분야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쿠웨이트
북부지역 유전개발 사업인 ‘프로젝트 쿠웨이트’에 참가하기 위한 컨소시엄에 10%
지분을 확보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란에서는 야바다란 유전개발 참여를 목적으로
LNG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야바다란 유전개발과 관련된 중국과 이란 간 계약
에 따르면 중국은 야바다란 유전개발 사업에 51% 지분을 보유하고 25년간 이란으
로부터 15만 b/d를 공급받게 된다. 중국은 그 외에도 UAE의 아부다비 가스전 개
발, 이라크 유전개발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표 4-7. 중국의 걸프지역 에너지 분야 진출현황(2006년 현재)
진출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이라크
이란
자료: 필자 정리.

-

내용
전략비축유사업 협력방안 논의 중(2006)
‘에너지, 무역, 투자 관련 협정’ 체결(2006, 압둘라 국왕 방중 시)
Sinopec 정유설비에 원유제공 추진(2005)
3억 달러 규모의 러브 알 칼리 바신 천연가스 개발 계약 체결(2004)
‘석유 가스 분야 협력협약’ 체결
‘프로젝트 쿠웨이트’관련 컨소시엄(85억 달러)에 10% 지분 참가
아부다비 가스전 개발참여 추진(2006)
알아다브(al-Ahdab) 유전개발 협상 중(2006)
쿠르드 자치지역 유전개발 참여 모색
가스전 개발 참여 협상 중(2006)
200억 달러 규모의 LNG 장기도입 계약 체결(2004)
야다바란유전 개발 참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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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몰락하고 미국이 지지하는 새 정권이 수립되자 이라크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
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적극적이고 민첩하게 움직였다. 중국이 이라크 신정부와의
관계 형성에 신속히 움직인 것은 중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시절 이라크와 체결한
유전개발 사업관련 계약을 되살리고, 나아가 이라크 유전의 40%가 집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라크 북부지역 유전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중국은 이란을 중동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인식하고 있
다. 중국이 자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결성된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에 이란을 옵저버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77) 그러나
2005년 보수파인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에 당선 된 후로 미국의 반발을 의식해 이
기구에 이란이 정식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는 UN 차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對이란 제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대이란 정책은 미국과 일정한 거
리를 두면서 이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이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해 오는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정상외교를 통해 관
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06년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국왕의 중국방문에 후진
타오 주석이 답방하였다. 2006년 상반기에 2차례의 양국 정상 간 만남으로 양국
간 에너지분야 협력에 대한 상당한 기초가 다져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레바논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 후 1,000명
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4,000만 위안(약 48억 3,000만원)의 물자를 레바논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중국이 에너지안보에 중요한 중동 지역
에서 이전과 달리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동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

77) 1996년 결성된 ‘상하이 5개국(Shanghai Five)’인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
지키스탄에 우즈베키스탄이 추가되어 6개국으로 결성된 지역안보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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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5.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네 나라는 자국의 상황이나 걸프지역과의 정치 경제적 관계의
특성에 따라 걸프지역과 각자 고유한 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9.11사태
이후 중동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통적인 목표
외에 테러방지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라는 목표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라크
전쟁은 이러한 목표를 위해 시작한 것인데, 이라크의 안정과 재건에 실패하고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오히려 강화됨으로써 이제 미국의 중동정책
은 중요한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78)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프지역의 민주주의 확산
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1차 대전 이후 약 100여 년간 걸프지역과 긴밀한 정치 외교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EU는 북
아프리카와 지중해연안을 포함한 광의의 중동을 범유럽 경제권으로 간주하고 있으
며, 이 지역과의 경제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해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의 형
성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중동정책에서 한편으로는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미국
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프랑스와 독일이 이를 강력히 반대한 것이 미국과의 차별
화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78) 이집트에서 무슬림형제단의 의회 내 의석 확대, 팔레스타인에서의 하마스 집권, 레바논에서의 헤즈
볼라 세력 확대 등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정치체제의 전환을 시도하려던 미국의 대중동 정책이 오
히려 이슬람 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촉진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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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미국의 중동정책을 지지하지만 경제적인 영역에서
는 에너지협력 강화와 시장진출 확대라는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란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지만 에너지 안보를 위해 이란의 유
전개발에 투자하고 대형 프로젝트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
만 일본은 미국이나 EU와 같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중동정책을 갖고 있지는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과거에 사회주의적 노선을 견지한 중동 국가(예멘, 수단, 리비아 등)나
이란과는 비교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아라비아반도의 국가들과는 그
렇지 못했다. 최근에 중국은 기존 동맹국 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국
가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소비의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안보를 위해서는 이 지역과의 관계 강화
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과 걸프지역 국가 간에 벌어진
틈새를 활용하면서도 미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은 걸프지역과의 관계에 따라 각자 고유한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걸프지역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특
표 4-8. 주요국의 걸프지역과의 협력정책 비교
국가

전략적 목표

주요 협력정책

특징

미국

테러방지와 체제전환
WMD확산 방지

중동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중동자유무역 이니셔티브

개혁 개방을 위한 포괄적 접근
힘을 이용한 경성정책

EU

대중동 영향력 유지
에너지 안보

EU-GCC 협력협정
EU-GCC FTA 추진

긴밀한 정치 경제관계 전통
원조와 외교를 이용한 연성정책

일본

에너지 안보 강화
시장진출 확대

일본-아랍 대화포럼
일본-GCC FTA 추진

에너지 안보와 경제실리의 외교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 다양화

중국

에너지 안보 강화
대중동 영향력 확대

중국-GCC 협력협정
중국-GCC FTA 추진

미국의 틈새 활용(이란 등)
에너지 소비대국 지위 활용
적극적 정상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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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걸프지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
다. 걸프지역에 대한 석유수입의존도는 미국이 17%, EU가 24%, 중국이 40% 수
준인데 비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70 80% 수준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지
역으로부터의 절대적인 수입량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반면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은 이 네 나라가 모두 우리나라보다 많다. 이것은 결국 에너지안
보의 측면에서 걸프지역이 갖는 중요성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지역과의 협력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작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경쟁국가들과 비교하더라
도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수출이 우리 에너지수입액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은, 에
너지수입국으로서 우리가 가진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과 앞으로
이 지역과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성이 높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네 나라와는 달리 패권국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과의 협력정책에서 반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 경제
적 측면에서 보면 R&D 분야와 첨단기술에서는 미국이나 EU에 미치지 못하지만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발전을 이룩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걸
프지역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러한 정치 경제적 지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력의 전략과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네 나라의 대걸프지역 협력정책이 각각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
지만 몇 가지 공통점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우리가 협력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걸프지역과
의 협력정책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이 이라크전쟁 이후 중동정
책을 강화하고, EU가 오랫동안 미루어두었던 GCC와의 FTA 협상을 재개하고, 중
국과 걸프지역의 정치지도자가 거의 매년 상호방문을 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증거
다. 이것은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안보가 더욱 중요시되고 그와 더불어 걸프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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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확대된 결과지만, 미국과 EU의 경우에는 이슬람 문제가 국내안보나 사회
안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네 나라 모두 이 지역과의 협력을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는 것이다. 사실 이 지역의 경제적 특징을 고려할 때 FTA가 큰 경제적 이익을 가
져다주기는 어렵다. 하지만 FTA가 정치 외교적 관계강화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그 결과 간접적으로 에너지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걸프지역 국가 역시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시장에
대한 통합을 촉진하는 데도 FTA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
이고 있다. 우리도 FTA의 흐름에서 소외되었을 때 입게 될 상대적 불이익을 피하
고, 이 지역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GCC와의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셋째, 네 나라 모두 이 지역에서의 에너지 개발과 관련 분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이란과 이라크는 유전개발을 위한 각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아라비아반도 국가의 경우 외국기업의 참여가 엄격히 제한
되어 있거나 이미 석유메이저 중심으로 석유산업 구도가 확고해져 있는 반면, 이
두 나라는 새로운 참여 기회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각국은 에너지 분야 참여를 위
해 정치 외교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구매나 다른 에너
지 및 인프라분야 투자를 대가로 유전개발권을 획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지역
의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LNG 구입이나 에너지분야 투자 등과 같이
우리가 가진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국은 매우 다양한 협력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미국은 정부재원을 이용하여 걸프지역에서 대안적 세력이 될 수 있는
NGO나 중소기업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EU는 원조나 전문인력 교류를 활용

제4장 주요국의 대중동 경제협력 전략 177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업에 의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상외교나 에너지소비대국의 지위를 활용하고 있다. 즉 자국기업의 일방
적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걸프지역과의 상호호혜적
인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수단을 발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기업의 진출
을 위해 우리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걸프지역의 필요를 감안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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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 중동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및 투자협력
우리나라와 중동의 경제관계도 중동 경제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다
양한 형태의 경제관계가 고르게 분포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즉 중동의 경제구조는 에너지생산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에너지생산과 인프라 건
설을 위한 대형 플랜트 사업을 많이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
입과 플랜트 수출에서 걸프지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
품수출이나 투자의 측면에서 걸프지역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우선 교역관계를 살펴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GCC 6개국과 이란 및 이라크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84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3.0%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
의 수입은 459억 달러로 전체의 17.6%나 차지하였다. 물론 수입의 90% 이상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와 걸프지역 간 교역액은 국제유가와 밀
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그림 5-1]과 같이 우리의 수입은 고유가가 재현된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의 수입액은 1990년대 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
였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중동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플랜트 발주도 증가하기 때
문에 우리의 수출도 증가하는데, 1990년대 동안 정체되었던 수출액이 최근에는 연
간 15% 내외씩 증가하여 지난 5년 동안 수출도 2배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 지
역과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규모도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무려 375억 달러를 기록하여 우리의 무역대상 지역 중 최대를 기록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우리의 걸프지역 수출은 UAE,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세 나라의 비중이 80%에 이른다. 수입의 경우는 원유를 주로 수입하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에 집중되어 있고 세 나라의 비중은 7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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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우리나라와 걸프지역 간 교역액 추이
억 달 러
5 0 0

4 0 0

3 0 0

2 0 0

1 0 0

0
1 9 9 0

1 9 9 2

1 9 9 4

1 9 9 6

1 9 9 8
수 출

2 0 0 0

2 0 0 2

2 0 0 4

수 입

주: GCC 6개국, 이란, 이라크의 8개국과의 교역액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이란의 경우 우리의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
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에 대해서는 수입에 비해 수출이 매우 저
조한 수준이다.
표 5-1. 우리나라와 걸프지역 국가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이란
이라크
합계
(우리나라전체 중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
2004년
1,708
2,587
419
157
226
82
2,134
125
7,438
(2.9%)

수입
2005년
2,093
2,733
458
304
521
118
2,141
68
8,436
(3.0%)

2004년
11,800
7,290
3,832
2,475
3,650
288
2,435
408
32,178
(14.3%)

2005년
16,106
10,018
5,977
3,705
5,599
308
3,535
675
45,923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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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은 자동차, 무선전화기 및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
섬유, 철강, LNG 운반선 등이며, 반면 수입의 95% 이상은 석유와 LNG가 차지하
며 일부 석유화학제품이 전체 수입의 약 2%를 차지한다. [표 5-2]는 2004년 GCC
에 대한 우리의 10대 수출품목과 그 수출액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와 걸프지역 간의 투자관계는 교역보다 훨씬 더 비중이 작은데, 2005년 말
현재 우리의 걸프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누적액은 2.3억 달러에 불과하여 전체 해
외직접투자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요 투자분야는 역시 광업과 건설업분야
이며, 국가별로는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 많은 편이다. 제조업분야에서는 국
내산업이 비교적 발전해 있는 이란에 우리의 자동차 회사들이 녹다운 형태의 조립
공장에 부분적으로 투자한 것이 특징이다. 걸프지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된
직접투자액도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나 UAE가 1990년대 말 한국
의 정유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79)

나. 플랜트 및 에너지 분야 협력
상품교역 이외에 해외건설 및 플랜트 시장에 있어 걸프지역은 우리기업의 중요
표 5-2. 한국의 對GCC 10대 수출품목(2004년)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품목

승용차

휴대 폴리 위성
스테이 자동차
화물차 에어컨 모포 화물선
합계
전화 에스터 수신기
션왜건 부품

금액

510

408

292

257

187

176

125

122

121

114

2,312

비중

9.8

7.9

5.6

5

3.6

3.4

2.4

2.4

2.3

2.2

44.6

주: MTI 6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79) 이 투자마저도 네덜란드를 거쳐 이루어져 공식통계에서는 걸프지역으로부터의 투자유입으로 분류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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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외건설 수주대상 지역이었으며 플랜트 수출대상 지역이었다. 1980년대 초까
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의 대부분은 걸프지역을 비롯한 중동지역
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국제유가의 급락과 더불어 중동의 발주규모가 감소하면서
이 분야에서 걸프지역의 비중은 크게 감소했지만 꾸준히 30% 내외의 수준은 유지
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우리의 해외건설 진출은 토목이나 건축분야보다는
플랜트 분야를 위주로 이루어졌고, 이는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걸프지역에서
플랜트 수주규모는 [그림 5-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4년까지만 해도 20 4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유가가 급등하고 이라크 전쟁의 여파가 사라지면서 발주규모
가 급증한 2005년에는 그 규모가 총 71건에 8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해외플랜트 수주규모의 53%에 해당하는 것이다. 2005년
플랜트 수출을 발주국가별로 보면 쿠웨이트가 42%, 사우디아라비아가 28%로 이
두 나라가 전체의 70%를 차지하였으며, 카타르와 UAE가 그 뒤를 이었다. 부문별
로 보면 석유화학이 27억 달러로 전체의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석
그림 5-2. 우리나라의 대중동 플랜트수출 추이
10억 달러
10

100

8

80

6

60

4

40

2

20

0

0
2001

2002

2003

금 액 (좌 )

자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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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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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우리나라의 대중동 플랜트 수출의 국가별 및 부문별 구성(2005년)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별

부문별

국가

금액

비중

부문

금액

비중

쿠웨이트

3,532

42

석유화학

2,689

32

사우디아라비아

2,324

28

석유가스

1,678

20

카타르

1,127

13

발전

1,226

15

UAE

725

9

담수

1,117

13

이란

584

7

기타

1,701

20

자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유가스 20%, 발전 15%, 담수 13% 등이다. 이러한 플랜트 수출 패턴은 걸프국가
들이 오일달러를 이용하여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석유화학 분야와 석유
및 가스개발 투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입을 중동 걸프지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2005년에 전체 석유수입의 72%, 천연가스 수입의 47%를 GCC 6개국과 이란으로
부터 수입하였다. 원유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두 나라에서 60% 가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쿠웨이트와 이란에서 도입하고 있다. 전체 원유수입 중
걸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초반에는 60% 수준이었지만 점점 증가하
는 추세에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원유생산이 감소하고 있어
수송비 등을 감안할 때 이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점점 불가피해지고 있기 때
문이다.
LNG 형태로 도입하고 있는 천연가스는 걸프지역 중에서는 대부분 카타르와 오
만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UAE로부터 약간을 도입하고 있다. 두 나
라로부터는 거의 전량 장기도입계약에 따라 도입하고 있으며, 도입가격은 국제유
가에 연동되어 있다. 걸프지역에 대한 LNG 수입 의존도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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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수입 현황(2005년)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이란 이라크 합계

원유
(백만 배럴)

249

151

80

39

53

0

71

15

657

가스
(천 Mt)

0

62

0

4,244

6,211

0

0

0

10,517

자료: 한국석유공사

도 35%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천연가스
생산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며, 걸프지역의 LNG 플랜트 준공으로 이 지역으로부
터 공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 걸프지역의 장기 경제전망
가. 국제유가 전망
중동 특히 걸프지역은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연평균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
률을 기록하였다. 물론 이러한 높은 성장률의 기본적인 원인은 국제유가의 상승이
었다. 국제유가가 세배 가량 증가하면서 걸프지역으로 오일머니가 유입되고 이것
이 정부지출과 소비의 증가, 그리고 역내 유동성의 증가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을 가
져왔다. 향후의 걸프지역경제 역시 국제유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걸프지역경제 전망을 위해서는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구조적 요인은 급속한 석유
수요 증가에서 비롯된 수급불안정이며, 이것은 OPEC의 낮은 여유생산능력으로 표
출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국제유가 전망을 위해서는 OPEC의 잉여생산능력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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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떤 수준이 될 것인가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고유가와 공급능력 제
약을 배경으로 걸프지역 국가들이 석유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산유국들이 향후 5년
간 세계 석유수요 증가분 중 약 절반 정도의 공급을 담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
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석유개발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동 산유국을 비
롯한 OPEC이 세계석유수요의 증가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과거와 같은 정도의 여
유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각국의 석유개발투자계획과 목표를 종합하여 OPEC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10년 OPEC의 생산능력은 2004년의 3,190만b/d보다 470만b/d 증가한 3,760만
b/d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IEA에 따르면 세계 석유수요는 같은 기간 동안 그
두 배가 넘는 1,040만b/d나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중 약 절반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나 브라질과 같은 비OPEC 국가들의 산유량 증대
를 통해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OPEC이 원유생산을 적어도 360만b/d는 더 높여야
세계석유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IEA의 판단이다. 결국 중동 산유국을 비롯
한 OPEC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원유생산능력 증대 목표를 달성하고, IEA의 세계
석유수요전망이 그대로 실현된다고 해도 OPEC의 여유생산능력은 2010년에도 현
재에 비해 겨우 하루 110만 배럴 더 증가하여 200만 250만b/d에 그칠 전망이다.
과거 그 규모가 많게는 1,000만b/d, 평균적으로도 300만 500만b/d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OPEC이 내놓은 원유
생산능력 전망에는 몇 가지 낙관적인 가정에 근거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이라크의 석유생산능력이 2010년까지 80만b/d 더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는데, 현재
의 이라크 정세나 석유개발정책의 진전 정도를 고려해보면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란의 석유개발투자 역시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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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파의 집권 이후 석유부문의 외국인투자 개방 정책이 후퇴하고 있고, 핵문제 등
으로 인해 국제적인 환경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10년까지 원
유생산능력을 80만b/d 더 추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 고유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
고 있는 OPEC의 여유생산능력의 제약은 2010년까지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물론 GTL과 같은 비전통적인 석유가 원유공급을 보완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유가가 적어도 40 50달러를 넘어서야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유가수준에서는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생산능력이다. 따라서 중동지역
산유국들의 향후 석유개발투자계획과 세계석유수요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석유의
빠듯한 수급상황은 적어도 2010년까지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
라서 국제유가도 50달러 이상의 강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
다.

나. 걸프지역 경제전망
국제유가가 50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지만, 최근 3년과 같
이 연간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
유가가 60달러를 넘어서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물가상승압력이 가시화되고 이것
이 금리인상을 유발하여 경기를 둔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60달러
대의 국제유가가 현재의 경제구조하에서는 유가상승의 정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OPEC 산유국 역시 이 이상의 국제유가 상승을 경계하고
있다. 지나친 유가상승이 세계경기 둔화나 에너지 절약기술 및 대체에너지 기술 개
발을 촉진하여 석유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산유국 경제에 치
명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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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유가의 제한적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위험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면 중동경제는 당분간 5% 내외의 견실한 성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이 성장률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국제유가의 상승률이 비록 낮아도 석유나 천연가스의 생산량은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일머니 유입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세계 석유수요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그것의
상당부분을 중동 걸프국가들이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걸프
국가들도 2010년까지 생산능력을 15% 가량 늘일 계획이므로 오일머니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할 것이다. 천연가스의 경우는 석유보다도 수요증가율이 높은데 이에
대응하여 카타르나 이란을 중심으로 공급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 이 두 나라는
대부분 LNG 형태로 공급할 예정인데, 현재 LNG 시장이 구매자 우위시장에서 공
급자 우위시장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LNG 가격도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정부가 이미 축적된 오일머니를 이용하여 투자지출을 꾸준히 늘일 것으로
전망된다. 걸프 국가들은 산업다각화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
며 이를 위해 석유화학, IT분야, 서비스분야, 부동산개발 등을 중심으로 정부투자
를 계속 이어가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셋째,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지속적인 경기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의 오일 붐의 결과 IT, 부동산, 금융, 유통 등을 중
심으로 민간부문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였는데,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
아도 이러한 내수부문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동성이 매
우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긴축정책이 없는 한 민간 소비와 투
자 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중동 걸프지역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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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IMF의 걸프지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03 05년

2006년

2007년

중동 전체

5.9

5.8

5.4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이란

6.5
9.1
9.4
3.4
6.1

5.8
11.5
6.2
7.1
5.4

6.5
5.8
4.7
5.7
4.9

주: 2006~07년은 전망치임.
자료: IMF(2006c)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인데, 이러한 인구증가는 소비
확대, 물가상승, 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직 간접
으로 기여할 것이다. 최근 두바이의 예를 보면 인구증가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교통체증, 전력 및 수자원 부족을 야기하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부동산 개발, 교
통과 전력 등 공공인프라에 투자를 대폭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남성 근로자가 해
외에서 유입되는 것이 인구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실질
구매력을 가진 인구이기 때문에 내수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
한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걸프지역 경제는 적어도 2010년까지는 비교적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IMF 역시 국제유가의 제한적 상승이 예상되
는 상황에서도 2007년 중동의 경제성장률을 5.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 걸프지역 경제의 위험요인
고유가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걸프지역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요인 또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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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걸프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경제상황의 부
침이 심하고 전쟁이나 정치적 불안과 같은 경제외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
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걸프지역 경제
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들과 그 요인들의 향후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걸프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이 매우 고조되어 있으며, 해결 방향이
매우 불투명하다. 가장 대표적인 지정학적 불안요인은 이라크 정세 불안과 이란 핵
문제이다. 이라크는 2003년의 공식적인 종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세는 내전을 방
불케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의 분열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미군
은 과거 후세인 추종세력이나 수니파를 중심으로 한 반미 이슬람 저항세력의 공격
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정부의 자체 치안능력도 매
우 부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치안불안이 계속되면서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과
반목이 계속 고조되고 있으며, 북부 쿠르드족은 독자적인 유전개발과 수익처분 등
자치권의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의 정세불안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
성이 거의 없으며 최악의 경우 국가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이라크의 지속적인 정세불안은 이라크의 경제안정을 불가능하게 할 뿐
만 아니라, 다른 걸프지역 경제에도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우선 반미정서가 확산
되면 다른 걸프지역에서도 테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감정적
대립이 인근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80) 그리고 이라크 내 쿠르드족의 자치권
이 강화되어 중동지역에서 쿠르드 독립운동이 강화되면 이를 둘러싼 매우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이란, 시리아, 터키 등에서 유혈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80) 2004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시설을 대상으로 테러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란과
이라크는 시아파가 대부분이고 GCC 국가에는 수니파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GCC에도 소수의
시아파가 존재하며 이들 사이에도 갈등의 잠재성이 내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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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81)
이란 핵문제 역시 미국과 EU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보수파 아마디네자
드 대통령이 핵개발 추진을 계속하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 미국은 UN을 통한
경제제재 추진과 대화를 병행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군사적 충돌까지 발전할 가
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을 둘러싼 긴장은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미국과
이란에서 앞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이란 핵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될 가
능성이 높다. 하지만 핵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계속되는 한 이란의 본격적인 경제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국내의 민간부문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인적자본이 부족한 점은 산업다각
화 정책의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걸프경제는 정부부문의 비중이 매우
크고 경쟁력 있는 민간부문이 발전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투자가 위축되면 곧
경제활력이 감퇴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민간부문 육성을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
지만 그 속도가 더딜 뿐만 아니라, 민영화된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기업도 거
의 없기 때문에 민영화가 곧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산업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인력의 노동의 질이 아직 낮고 근로윤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발전을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부동산개발, 물
류, IT 등 일부 분야에서는 산업발전의 예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다른 분야로
파급될지는 미지수이다. 중동 정부도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교육 및 기술훈련에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가 일자리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제구조가 지속
되는 한 인적자본 축적의 유인은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교육투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81) 쿠르드족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 걸쳐 약 3,0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1차대전 이후 독립국가 건설을 염원하며 일부에서는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터키, 이
란, 이라크 정부가 이를 강력히 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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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재의 정치적 거버넌스가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의 위협요인
이 될 수 있다.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걸프지역 정부는 제도의 질과 기업환
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기관의 효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5-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의 공적 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은 세계 최하위이며,
제도의 질(institutional quality)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이어 세 번
째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부분의 국가가 왕정체제하에서 정책결정이 소수
의 왕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의사결정권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도 불투명하고 실질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책결정과정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예측가능성
이 떨어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정치체제의 경우 현재
의 왕정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큰 정치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
은 낮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세계화 등으로 인해 청년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가 계속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왕정체제 하에서 이를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장기적인 정치안정에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6. 지역 간 거버넌스 질의 비교
지역
OECD
동아시아 및 태평양
중 동부 유럽
남미
중동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공적 책임성
1.89
0.20
0.37
0.77
-0.78
-0.29
-0.41

제도의 질
1.38
-0.11
-0.16
-0.09
-0.32
-0.41
-0.66

주: 173개국을 대상으로 최저 -2에서 최고 +2까지의 범위에서 지수화한 것임.
자료: World Bank(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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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과잉투자와 유동성과잉으로 인한 버블의 붕괴가능성이 있다. 최근 몇 년
간 걸프지역으로 유입된 막대한 오일머니는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상
당한 버블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식가격
은 3년 사이에 5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가 끊임없이 이어지
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2005년 후반기부터 버블 붕괴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
며,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시장에 아직 본격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평가하기 어렵다. 현재는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
고 있지만 그것이 실수요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는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될 것이
다. 만약 부동산 개발 붐이 주택과 사무용건물의 초과공급으로 판명될 경우 이 분
야의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부동산관련 채권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부
문을 비롯한 경제전반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석유의존적 경제구조로 인해 불확실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점
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국제유가는 경제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다시 크게 하락한다면 걸프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국제유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경제대국의 경기악화이다. 석유라는 1차 산품의 특성상 수요의 작은 감소에
도 가격변동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때 OPEC이 만약 가격지지에 실패한
다면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현재 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
니지만 세계경기가 둔화된다면 걸프지역의 경기둔화는 다른 지역보다도 심각한 정
도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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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협력의 방향
가. 걸프지역의 중요성
경제협력, 에너지협력, 정치외교적 협력의 세 차원에서 걸프지역이 우리에게 갖
는 의미 혹은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경제협력의 측면에서 보면, 중동은 세계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
직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중동이 세계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인구가 5%, GDP는 3%, 수출은 5%에 불과하다. 하지만 걸프지역은 최
근 몇 년간 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 중 하나이다. 풍부한 에너지자원 개
발은 물론이고 에너지고갈에 대비한 산업다각화 정책이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전
망되므로 활발한 투자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중동은 우리와는
매우 보완적인 산업구조 혹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협력의 가능성이 많은 지역
이다. 중동의 경제구조는 에너지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제조업 기반은 거의 부
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거의 반대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정부투자
와 인력개발을 통해 제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기술이나 경험이 활
용될 여지도 있다. 그리고 교역측면에서 걸프지역은 에너지 수출, 공산품 수입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에너지 수입, 공산품 수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보완적 성격이 강하다. 현재 걸프지역 에너지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에 주로 판매하면서 공산품 수입은 EU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
라는 걸프지역에 대해 대규모의 무역역조를 겪고 있다. 따라서 걸프지역은 이러한
무역역조를 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
및 플랜트를 비롯한 공공부문 발주의 경우 걸프지역은 세계 최대의 발주지역인 반
면, 우리는 이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주국이다. 이처럼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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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걸프지역은 보완적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협력
가능 분야도 넓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협력의 측면에서 보면 걸프지역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에너지 공급지
역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에서 지
적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걸프지역으로부터 원유의 약 80%, LNG의 약
50%를 도입하고 있는데, 에너지 자원의 매장량 분포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의존도
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5-3]에 나타난 바와 같
이 IEA는 2030년에 OPEC의 원유생산 비중은 현재의 약 40%에서 훨씬 증가한
5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OPEC 생산 증가의 대부분은 걸프지역에
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 수입대상지역으로서 걸프지역
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
아 대부분의 국가가 마찬가지인데, 특히 일본, 중국, 인도 등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
를 위해 중동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세 국가 모두 GCC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에너지안
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EU 역시 이런 관점에서 중동
그림 5-3. 지역별 원유생산 비중 변화 전망
2000년 지역별 원유 생산 비중

아프리카
남미 4%
5%
중국
4%

기타
11%

OPEC
38%

구소련 등
11%
유럽
9%

자료: IEA(2005)

북미
18%

2030년 지역별 원유 생산 비중
기타
아프리카 13%
4%
남미
5%
중국
2%
구소련 등
12%
유럽
2% 북미
8%

OPEC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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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관계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미국만 중동석유의존도 감
소를 내세우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
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미래의 에너지안보를 위해 중동과의 관계강화를 꾸준히
지속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걸프지역은 우리나라의 외교에서 중요성
이 매우 낮은 지역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치외교관계는 에너지교역이나 경제관
계를 지원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정상의 걸프지역 방문도 1980년 석유파동
당시에 긴급하게 이루어졌고, 그 후 26년이 지난 2006년에야 대통령이 UAE를 방
문했다. 하지만 좀더 넓은 시야를 갖고 바라보면 걸프지역에 대한 외교의 지평을
몇 가지 차원에서 넓힐 필요가 있다. 우선 걸프지역의 정치적 안정은 우리 경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걸프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은 유가의 상승뿐만
아니라 에너지공급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걸프지역 정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가 중동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라크 파병을 그런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도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서 혹은 에너지소비대국으로
서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9.11사태 이후 서구
문화와 이슬람 문화 간의 갈등 혹은 충돌 양상이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고 상
호이해와 포용이 국가 안전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양 문화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우리나라가 그 갈등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
라에 대한 아랍인의 호감을 활용하고 걸프지역과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의 지속적
인 확대를 위해서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슬람 문화에 대한 무지와 편견, 그리고 문화적 혹은 언어적 장벽이 양 지역 간의
교류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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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략 및 접근방법
우선 정부의 대중동 경제협력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걸프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걸
프지역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의 협력의 가능성도 많은 지역일 뿐
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중동 정책에는 종합적인 방향이나 전략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중동에 대한 관심도 상황에 따라 큰 부침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
과 정책도 주로 단기적 대응책에 그치거나 수립된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82)
둘째, 일방적 경제 진출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추구해
야 한다. 일방적으로 수출과 플랜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에만 국한되면 실질
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힘들며 특히 에너지분야에서 걸프지역의 협력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걸프지역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것을 지원
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접근방법을 취해야 한다. 현재 걸프지역의 가
장 절실한 문제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인력을 육성하며 서비스부문과 IT 부문을
중심으로 민간 경제부문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인력개
발 지원, 서비스부문에서의 공동투자, IT 인력 및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간 협
력, 발전경험의 공유 및 발전전략 수립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82) 이런 의미에서 2006년 9월 범정부 차원에서 ‘중동지역 진출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은 바람직하지
만, 장기적인 대중동 정책의 방향과 전략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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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상호호혜적 한 중동 경제협력 개념도

셋째, 다양한 경제협력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지금까지 걸프지역과 우리나라와
의 경제협력은 상품수출, 건설 및 플랜트 수주, 에너지 수입의 세 가지에 거의 한
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걸프지역의 경제발전 전략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
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우리도 협력분야를 다변화해야 한다. 금융, 부동산
개발, 물류, 관광, 비즈니스지원, 의료 등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하여 이 분야
에서의 협력 및 진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막대한 오일머니를
배경으로 걸프지역의 국제금융시장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금융분야의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슬람금융(islamic banking)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
다. 걸프지역의 통신서비스 민영화에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근 아랍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으로 공동시장 진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오일머니를 간접투자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유입시키거나, 우리가 걸프지역의 인프라 개발이나 대형 프
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사안별 접근보다는 정부 전체 차원에서 패키지형 협력전략을 구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걸프지역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의사
결정이 매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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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패키지형 협력전략

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스개발 프로젝트를 수
주하는 것과 그곳에서 생산되는 LNG의 장기도입계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
이다. 우리에게는 각 사안이 개별 부처 단위에서 혹은 개별 기업단위에서 결정되지
만, 파트너가 되는 걸프국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단일한 의사결정체에 의해 결정
되는 사안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키지형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호호혜적인 접근방식과 우리 정부 내부의 협력과 조정 그리고 정부와 기업 간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산업자원부 내에 대중동 경
제협력을 전담하는 팀을 설립하고, 각 부처의 중동 업무 관계자의 정례적 실무협의
체와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기업의 걸프지역 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간접적 지원 중심으로 전
환되어야 한다. 기업의 진출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축
소되고 있고 그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플랜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보험 확대나 정책금리 인하는 이제는 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엔지니어링 능
력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수주확대를
위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의 직접적 지원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홍보지원 및 국가 이미지 개선사업, 중동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한국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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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및 한국학 연구 지원, 이슬람문화 교류, 인력개발 지원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과 같은 간접적 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대중동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상외교는 국내적으로는 정
부와 기업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 중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양국관계에서는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상외교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외교적 관심사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 문제, 이란
핵문제, 팔레스타인 문제, 국제에너지 문제, 문명 간 갈등문제 등에 대해서도 과감
히 외교적 의제로 삼아 상호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걸프지역의 주요 협력대상국으로서 이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란은 아랍 국가들과는 구별되는 독자
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경제규모, 자원 등의 측면에서 다른
아랍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
심을 가져야 한다.83) 한미관계의 특수성과 미국과 이란 사이의 대립관계 때문에
국제 외교무대에서 우리나라와 이란 사이에 갈등과 불신이 야기될 소지가 매우 높
다. 2005년 이란이 우리 상품에 대해 부분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그런
징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이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현재의
미국과의 대립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란과의 관계강화
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란 석유
수입 비중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으며 이란 유전개발투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3) 이란은 7천만에 가까운 인구와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가 비
교적 다각화되어 있고 인적자본도 비교적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걸프지역 국가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 다만 신정정치라는 독특한 정치체제와 미국과의 대립과 같은 정치적 문제가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5장 우리의 대중동 협력확대 전략 및 방안 201

그림 5-6. 대중동 협력정책의 전환
일방적 진출

⇰

상호호혜 협력

경제중심 접근

⇰

다차원적 협력

사안별 접근

⇰

패키지형 협력

일시적 관심

⇰

장기적 정책

4. 부문별 협력방안
가. 교역분야
1) GCC와의 FTA 체결
걸프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GCC와의 FTA 체결을 꼽
을 수 있다.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중동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 에너지안
보 강화, 이슬람지역과의 관계개선 등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한 대중동정책의 일환으로 FTA를 추진 중이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지
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 중동의 세계경제로의 통합 등을 목적으로 개별국
가와 FTA 체결을 추진 중이다.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경제와 에너지뿐만 아니
라 안보상으로도 중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EU는 대중동정책의 일환으로
1980년대부터 지중해연안국가와 GCC 지역 양방면에서 FTA를 추진하고 있다. 또
한 일본과 중국, 인도 등은 최근 석유수요 증가로 인해 에너지안보 문제가 첨예화
되자 GCC 국가와의 FTA를 추진 중이다. 비록 FTA 체결이 GCC나 중동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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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향력 확대나 에너지안보 강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
간 정치 경제 관계강화의 상징으로서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전체 원유수
입의 70%를 GCC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GCC 지역은 에너지안보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대상이므로 전략적으로 GCC와의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이 FTA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GCC와의
FTA 체결에서 배제될 경우 경쟁국들에게 경제협력 및 에너지협력 상의 우위를 빼
앗길 우려가 있다. 더욱이 걸프지역을 중심으로 한 OPEC의 세계석유생산 비중이
현재 약 35% 수준에서 2030년에는 5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GCC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우리나라
의 대GCC 원유수입의존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우
리나라 대중동정책이 미흡하였음을 감안할 때 GCC와의 FTA는 정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오일머니 유입으로 인한 GCC의 수입시장 확대는 잠재수출시장으로서 세
계 기업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2005년 현재 GCC의 수입시장규모는 약 1,600억
달러로 지난 5년간 거의 두 배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유가의 장기화가 전망
되므로 앞으로도 GCC의 수입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
그림 5-7. GCC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FTA 추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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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GCC와의 FTA 체결은 GCC 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
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 인도, 일본 등과 GCC 간의 FTA 체결이 성사될 경우 이
들 경쟁국들은 비관세 혜택을 입게 되어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저
하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GCC 및 중동 수출시장의 확보 및 확대를 위해서
도 GCC와의 FTA 체결이 필요하다. 한 GCC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바
에 따르면 FTA 체결로 양자 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GCC 수출은
약 2.6억 달러(4.9%)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약 7.0억 달러(2.4%) 증가하여 무역수
지적자 폭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84) 그러나 이는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증가에 따른 것으로 비록 양자 간 전체 무역수지는 약
4.5억 달러의 추가 적자가 발생하지만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제외한 타산업에서
는 2.2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85) 양자 간의 수
입관세 인하로 GCC로부터의 석유수입이 증가하는 대신 전기전자기기, 철강 및 비
철금속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한 GCC
FTA는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산출을 약 5,300억 원(0.04%), 고용을 8,384
명(0.05%)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되는데 산출은 주로 전기전자기기와 철강 및 비철
금속 분야에서, 고용은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한
GCC FTA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을 0.04%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TA가 체결될 경우 주요 민감교역품목으로는 GCC가 높은 원가경쟁력을 보유하
고 있는 일부 석유화학제품과 알루미늄 제품을 꼽을 수 있다. 석유화학제품 중에서
는 저렴한 원료와 규모의 경제를 갖춘 에틸렌글리콜 등이 대표적 민감교역품목으

84)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 12)
85) 보고서의 결과는 원유에 대한 우리의 기본관세율 5%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인데, 현제 실
제로는 원유수입에 대해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FTA 체결로 인한 원유
수입 증가는 분석결과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204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로 분류되며, 알루미늄의 경우 저렴한 전기료에 기반한 가격경쟁력 탓에 국내 알루
미늄 합금산업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한 GCC FTA 체결시
이러한 민감교역품목의 수입액은 약 6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GCC 국가들의 경우 석유 가스 및 일부 석유화학제품을
제외하고 나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이나 농수산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FTA
체결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와 GCC
는 산업구조가 서로 보완적이고 심각한 민감품목도 거의 없으므로 FTA 체결에 별
다른 걸림돌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GCC는 경제통합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관세동맹의 과도기적 성격
과 정치적 이유로 역내 국가들이 개별협상을 병행하는 등 내부 결속이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EU의 경우 지난 1990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 후 아직
까지도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통화통합 등 경제통합이 진전될수록 역내 국
가간 갈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GCC와의 FTA 체결이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GCC 내부의 협상절차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표 5-7. 한 GCC FTA의 경제적 효과
부문

경제적 효과

분석방법

대GCC 수출

연간 2.6억 달러(4.9%)

탄력성 분석

대GCC 수입

연간 7.0억 달러(2.4%)

탄력성 분석

연간 4.5억 달러 감소

탄력성 분석

석유 및 석유화학 제외 연간 2.2억 달러 증가

탄력성 분석

국내총산출

수입유발효과 제외
(2000년 기준)

연간 5,300억원(0.04%)

산업연관분석

국내고용

수입유발효과 제외
(2000년 기준)

연간 8,384명(0.05%)

산업연관분석

경제성장

정태효과

총 0.04%

대GCC 무역수지

전 산업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

회귀분석, C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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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수출 확대
먼저 GCC와 이란에 대한 우리 제품의 수출동향 및 수출경쟁력을 간략히 분석
해보면 다음과 같다. GCC와 이란의 상위 20개 수입 품목별 최근 5년간 수입증가
율과 우리제품의 최근 5년간 수출증가율을 이용하여 우리 수출제품을 수출호조품
목, 잠재수출품목, 사양수출품목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현지시장에서 해당품목에
대한 수입증가율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제품의 수출증가율이 현지 수입증가율을
상회하는 품목을 수출호조품목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현지시장에서 해당품목에
대한 수입증가율은 크지만 우리제품의 수출증가율이 낮은 품목은 수출지원품목으
로 분류하였다. 이때 현지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제품의 수출증가가 저조하
다는 것은 곧 우리제품의 현지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현지 수입증가율과 우리제품의 수출증가율이 모두 저조한 품목은 사양수출품목으
로 분류하였다.
최근 5년간 GCC의 수입시장 규모는 거의 2배가 증가하여 약 1,600억 달러에
이른다. GCC 6개국 중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4개국의 주요 수
입품목을 살펴보면, 단일품목으로는 자동차가 137억 달러 수입되어 전체 수입의
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86) 그 외에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철강
및 비철금속, 석유 및 석유제품, 전기기계장치, 통신기기, 원동기기, 특수산업용 기
계, 곡식 및 곡식가공품, 의약제품, 의복제품, 섬유사 및 직물, 사무용기계 등이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소비재 중에서는 자동차, 전기기기, 식료품, 통신기
기, 섬유의복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원료나 자본재 중에서는 산업용장
비, 석유 및 석유제품, 사무용기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GCC 4개국 수입시장의 최근 추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0년 대비 2005년 수
86) UAE와 쿠웨이트에 대한 UN COMTRADE DB의 수출입 자료구축 미비로 두 국가의 수입현
황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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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액의 증가율을 품목별로 살펴보았다. 상위 20개 수입품목 중에서 전체 평균 수
입 증가율 99%를 상회하는 품목은 도로주행차량(증가율 148%),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110%), 철강(270%),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물질(113%), 통신 및 녹음기
기(217%), 특수산업용 기계(162%), 기타 금속제품(105%), 비철금속(154%), 기타
비금속광물(110%), 사무용기계(158%) 등으로 원료와 자본재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다각화와 인프라건설 등으로 인한 이 부문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통신기기와 철강제품의 경우 200%가 넘는 높은 수
입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는 GCC에서 진행되고 있는 IT시장 급성장과 건설플랜트
붐을 단적으로 설명한다.
GCC 4개국 상위 20개 수입품목에 대한 우리제품의 수출경쟁력은 [표 5-8]과
같은데, 잠재수출품목으로 통신 및 녹음기기와 사무용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
가 선정되었다. 통신 및 녹음기기의 경우 GCC 4개국의 5년간 수입증가율이
217%로 금액이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우리제품의 수출증가율은 51%에 머물렀
다. IT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통신기기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의 현지 수입시장점유율은 5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한 것이다. 그리고
사무용기계도 통신기기에 비해 그 폭이 작기는 하지만 수출증가율이 현지 수입증
가율에 못미쳐 수입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 두 제품에 대한 경쟁국과의 관
표 5-8. GCC 4개국 상위 20개 수입품목 중 한국제품의 수출경쟁력 현황(2005년)
(단위: 백만 달러, %)

GCC 4개국

품목
코드

품목명

전체

전체

수입 금액
85,939

한국

수입
현지
수출 금액 수출 비중
증가율
점유율
99

수출
증가율

2,997

100.0

3.5

105

866

28.9

6.3

180

수출 호조 품목
S3-78

도로 주행 차량

13,735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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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계속
품목
코드
S3-74
S3-67
S3-77
S3-72
S3-71
S3-68
S3-79
S3-76
S3-75

품목명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철및강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특수산업용 기계
원동기기 및 설비
비철금속
기타 수송장비
통신 및 녹음기기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

GCC 4개국
한국
수입
현지
수입 금액
수출 금액 수출 비중
증가율
점유율
5,539

110

5,234
270
3,583
83
3,017
162
3,310
97
1,967
154
3,011
97
잠재 수출 품목
3,352
217
1,438

158

수출
증가율

414

13.8

7.5

121

343
239
102
95
45
42

11.4
8.0
3.4
3.2
1.5
1.4

6.5
6.7
3.4
2.9
2.3
1.4

279
108
455
984
194
1261

121

4.1

3.6

51

21

0.7

1.5

100

사양 수출 품목
S3-65
S3-84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
의복제품 및
의복부속품

1,548

8

218

7.3

14.1

-31

1,710

79

11

0.4

0.7

-4

주: 1) DB 자료미비로 GCC 국가 중 UAE, 쿠웨이트 제외.
2) 수출입금액은 2005년 기준이며, 수입 및 수출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05년의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DB.

계를 [표 5-9]를 통해 살펴보면 원가경쟁력을 가진 중국제품이 급속히 시장을 장악
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현지 수입시장점유율 10.5%인 중국 통신기기의 최근
5년간 수출증가율은 383%에 달하며, 현지 수입시장점유율의 32.4%를 차지하는
중국 사무용기계의 최근 5년간 수출증가율은 무려 1,070%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
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은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한편 GCC 4개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호조 품목은 도로주행차량, 산업용기계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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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對GCC 4개국 잠재수출품목 경쟁현황
(단위: 백만 달러, %)

GCC 4개국

품목
코드

품목명

전체

전체

S3-76

통신 및
녹음기기

사무용 기계
S3-75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

수입액
85,939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수입 현지 수출 현지 수출 현지 수출 현지 수출
증가율 점유율 증가율 점유율 증가율 점유율 증가율 점유율 증가율
99

3.5

105

9.6

80

6.3

256

12.5

62

3,352 217

3.6

51

5.3

34

10.5

383

3.5

-15

1,438 158

1.5

100

3.3

-8

32.4

1070

12.7

19

주: 1) DB 자료미비로 GCC 국가 중 UAE, 쿠웨이트 제외.
2) 수입 금액은 2005년 기준이며, 수입 및 수출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05년의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DB.

비, 철강, 전기기계장치, 특수산업용 기계, 원동기기 및 설비, 비철금속, 기타 수송
장비 등이며, 사양수출품목은 의복제품과 섬유직물제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동 내 최대 잠재시장인 이란의 수입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란의
수입시장 규모는 최근 4년간 약 2.5배가 증가한 약 330억 달러이다. 이란의 주요
수입품목을 살펴보면 단일품목으로는 철강이 42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특수산업용 기계(8.9%), 석유 및 석유제품(7.2%),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7.1%), 원동기기(5.9%), 도로주행차량(5.9%), 전기기계장치
(4.2%), 플라스틱(3.0%), 곡식 및 곡식가공품(2.4%), 통신기기(2.2%), 의약제품
(2.2%)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GCC 4개국 수입시장의 최근 추세를 확
인하기 위하여 2000년 대비 2004년 수입액의 증가율을 품목별로 살펴보았다. 상
위 20개 수입품목 중에서 전체 평균 수입 증가율 142%를 상회하는 품목은, 철강
(163%), 특수산업용 기계(329%),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물질(911%), 원동기기
및 설비(166%), 도로주행차량(143%), 플라스틱(187%), 통신 및 녹음기기(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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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기계(202%), 기타 수송장비(169%), 기타 비철금속제품(182%) 등이다.
이란의 상위 20개 수입품목에 대한 우리제품의 수출경쟁력 현황은 [표 5-10]과
같은데, 잠재수출품목으로 도로주행차량과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통신 및 녹음기
기, 그리고 사무용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가 선정되었다. 도로주행차량의 경우
이란의 수입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 현지시장점유율이 20.9%에서 7.0%로 급격히 하락
한 것이다. 전기기계장치와 기기는 우리제품의 수출증가율이 현지 수입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다. 통신 및 녹음기기의 경우 이란의 5년간 수입증가율이 181%로 수
입규모가 3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우리제품의 수출증가율은 47%에 머물렀다. 무
선통신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통신기기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의 현지 수입시장점유율은 5년 전 7.4%에서 3.9%로 하락한 것이다. 사무용기
계의 경우 통신기기에 비해 시장점유율 하락폭이 더 큰데, 수입증가율은 202%이
지만 우리제품의 수출증가율은 13%에 그쳐 현지점유율이 10.9%에서 4.1%로 하
락하였다.
이들 제품에 대한 경쟁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GC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중국제품이 급속히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로주행
차량의 경우 중국의 수출액은 5년간 5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기기계장치의 경우는
3배 이상, 통신기기의 경우 무려 40배 이상 증가하여 16.4%의 시장점유율을 보이
고 있다. 그리고 현지 수입시장의 12.2%를 차지하는 사무용기계는 수출액이 10배
가 증가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은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면서 현
지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대이란 수출호조 품목은 철강, 산업
용기계 및 장비, 특수산업용 기계, 종이, 판지 및 펄프, 원동기기 및 설비, 유기화
확물, 기타 수송장비, 의약품 등이며, 사양수출 품목은 금속공작기계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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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이란의 상위 20개 수입품목 중 한국제품의 수출경쟁력 현황(2004년)
(단위: 백만 달러, %)

이란

품목
코드

품목명

전체

전체

한국

수입액

수입
증가율

32,997

142

수출
금액

수출
비중

현지
점유율

수출
증가율

1,755

100.0

5.3

142

수출 호조 품목
S3-67

철및강

4,199

163

336

19.1

8.0

554

S3-57

플라스틱(원료형태의 것)

986

187

234

13.3

23.7

203

S3-74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2,330

131

186

10.6

8.0

469

S3-72

특수산업용 기계

2,923

329

62

3.5

2.1

238

S3-64

종이, 판지 및 펄프

509

22

60

3.4

11.8

198

S3-71

원동기기 및 설비

1,955

166

56

3.2

2.9

191

S3-51

유기화학물

632

117

46

2.6

7.3

210

S3-79

기타 수송장비

447

169

29

1.7

6.6 8,894,694

S3-69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금속제품

443

182

23

1.3

5.1

896

S3-54

의약품 및 약제제품

716

85

23

1.3

3.2

154

잠재 수출 품목
S3-77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1,384

135

182

10.4

13.2

81

S3-78

도로 주행 차량

1,935

143

135

7.7

7.0

-18

S3-76

통신 및 녹음기기

720

181

28

1.6

3.9

47

S3-75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

467

202

19

1.1

4.1

13

12

0.7

2.0

-77

사양 수출 품목
S3-73

금속공작용 기계

597

43

주: 수출입 금액은 2004년 기준이며, 수입 및 수출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04년의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United Nations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

제5장 우리의 대중동 협력확대 전략 및 방안 211

표 5-11. 對이란 잠재수출품목 경쟁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이란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품목
코드

품목명

전체

전체

32,997

142

5.3

142

2.9

45

4.9

156

0.2

-19

S3-78

도로 주행
차량

1,935

143

7.0

-18

8.1

38

5.3

430

0.0

-95

S3-77

전기기계
장치와 기기

1,384

135

13.2

81

2.7

-1

6.6

238

0.7

13

S3-76

통신 및
녹음기기

720

181

3.9

47

2.8

-43

16.4

4147

0.1

-40

467

202

4.1

13

1.0

33

12.2

908

1.0

416

수입액

사무용 기계
S3-75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

수입 현지 수출 현지 수출 현지 수출 현지 수출
증가율 점유율 증가율 점유율 증가율 점유율 증가율 점유율 증가율

주: 수입 금액은 2004년 기준이며, 수입 및 수출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04년의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DB.

3) 수출확대방안
GCC와 이란 수입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제품
의 급속한 시장침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와 전기기계장치, 통
신기기, 사무용기계 등의 품목은 현지 수입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기업
들의 기술경쟁력 또한 우수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제품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지시장에 맞는 제품개발을 통해 중국제품에 대응하고 현지
시장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제품과의 경쟁에 있어서, 현지 구매자들
의 구매력에 맞춘 저가형 상품을 개발하여 중국제품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외국인노동자 인구의 급증과 함께 이들의 구매력이 증대되면서 저가 소비재시장이
팽창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중국제품의 시장침투가 크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필수기능만을 갖춘 기본사양대의 저가제품개발을 통해 현지 시장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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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문화와 관습을 반영한 현지맞춤형 아이디어 제품개
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걸프지역은 종교 문화 기후적 차이로 인해 국내나
서구에서 이용되는 제품과는 구매자의 기호나 제품 이용방식에 차이를 보일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걸프지역 내 높은 인구증가율로 청년층이 새로운 구매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이들의 수요에 맞는 제품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형 IT 제
품, 중소형 기계류, 자동차 부품, 건축건설기자재, 의료기기 등은 우리기업이 경쟁
력을 갖춘 진출유망 분야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수출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현지 시장정보에 취약하고 독자적 판매망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현지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나 상설매장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진출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걸프지역은 유통체계가 복잡하고
인맥이 중시되며 무역 관련 법규 또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익숙한
유력 에이전트와의 제휴를 통한 시장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제품에 대한 현지 인지도 및 브랜드 제고 또한 필요하다. 우리제품이 유럽
과 일본제품에 비해 중급품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는 현지 고가시장을 침투하기가
여의치 않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를 통해 우리제품의 브랜드경쟁력 제고에 주력
해야 한다.
특히 이란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보다 각별한 노력이 요망되는데, 중동국가들
중 이란이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이자 최대 잠재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사
태에 따른 정치 외교적 마찰로 인해 우리제품의 수입금지조치87)가 단행되는 등
우리제품의 수출확대에 있어 위협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이
란정부와의 정치 외교적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란으로부터의 에너지
87) 이란정부는 2005년 10월경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결의안에 우리가 찬성한데 따른 보복조치로 우
리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및 지연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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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확대를 검토하는 등 양자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나. 건설 ․ 플랜트 분야
1) 시장전망
걸프지역의 빠른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수 전력과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각 국별로 석유 및 관련산업 육성과 산업다각
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건설 플랜트 발주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고유가의 장
기화로 정부재정도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어 걸프지역 건설 플랜트 시장의 발주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1998년에서 2003년까지 매년 250억 달러 내외를 유지
하던 중동 건설 플랜트 발주규모는 2004년 이후 매년 약 70 100%씩 급성장하
여 2004년 692억 달러, 2005년 1,183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88) 걸프지역 국가가 중동 건설 플랜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내외로 이들 국가의 발주가 중동의 건설 플랜트 붐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플랜트 프로젝트가 걸프지역 전체 발주액의 70% 정도를 차
지하고 있는데 플랜트 중에서는 석유 가스, 석유화학, 발전 부문이 발주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주규모를 볼 때 석유 가스가 걸프지역 플랜트
발주의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석유화학, 발전이 그 뒤를 이어 각각
27%와 14%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 플랜트 시장을 국별로 보면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의 최근 3년간 발주액이 걸프지역 건설 플랜트 발주총액의
각각 27%, 23%, 19%를 차지하고 있다. 성장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카타르, 쿠

88) 발주규모는 MEED지의 발주정보를 집계하여 추정한 것이다. 이후의 분석도 이를 기초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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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주 증가율이 높은 반면, 이란과 오만, 바레인, 이라크
등은 발주 증가율이 50%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한편 중동 각국은 산업구조와 경
제정책방향 등에 따라 발주부문에서도 다소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개발 붐이 불고 있는 UAE는 토목과 건축 부문 발주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가스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카타르는 가스부문 발주비중이 높다. 그리고 산업다각화
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석유화학 발주비중이 높으며, 대규
모 가스개발사업과 산업다각화를 추진 중인 이란은 석유 가스와 석유화학 부문에
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별 상황에 맞춘 부문별 수주노력이 전개
되어야 할 것이다.
2) 수주확대 방안
중동지역에서 우리나라의 플랜트 수주실적이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매우 양호
해 중동 오일머니를 환류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고
유가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중동의 석유 및 가스 생산능력 확충, 산업다각화를 위
한 석유화학분야 투자 확대 등으로 향후 플랜트 발주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어 우리 플랜트산업의 전망도 양호한 편이다. 최근 3년간(2003 05년) 중동에서
발주된 건설 플랜트 사업의 수주 현황을 국별로 보면 일본, 미국, 우리나라 순으
로 일본은 3년간 발주총액 1,794억 달러 중 13%를 수주하여 1위를 기록하였으며,
미국은 12%를 수주하여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발주총액의 9.3%에 해
당하는 167억 달러를 수주하였는데, 그 중 약 70%는 2005년 한 해에 이루어진 것
이다.89) 그러나 2005년에 건축, 토목을 제외한 플랜트 수주만을 놓고 보면 우리나

89) 공동수주가 이루어진 경우 이지에는 각 기업별 혹은 각 국가별 수주액이 분리되어 발표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수주기업이 있는 경우 균등분할을 가정하여 국별 수주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국별 수주액이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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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플랜트부문 발주총액 중 16%를 수주하여 현지업체를 제외한 외국업체 가운
데서는 최대 수주실적을 기록하였다. 중동 건설 플랜트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시
장점유율은 2003년 이라크전쟁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우
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2003년 두 해에 시장
점유율이 일시적으로 5% 미만으로 급락하였지만, 최근 중동 건설 플랜트 붐으로
시장점유율을 크게 회복하였다.
하지만 우리 업체의 중동 플랜트시장 진출 확대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
표 5-12. 중동지역에서의 각국의 부문별 플랜트 수주실적(2005년)
(단위: 백만 달러, %)

부문

총액

수주 3위국

수주 4위국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02,034 현지국

27

일본

14

한국

11

프랑스

8

건축

9,175 현지국

59

그리스

7

레바논

5

터키

5

토목

22,089 현지국

39

일본

34

네덜란드

10

그리스

4

용역

506 현지국

29

영국

29

UAE

25

이집트

8

전체

70,264 현지국

19

한국

16

프랑스

12

일본

10

담수

148 그리스

발전

7,531 현지국

20

독일

17

이탈리아

15

프랑스

13

24 현지국

50

터키

50

60

현지국

19

캐나다

10

미국

5

핀란드

24

독일

16

미국

16

69

프랑스

10

일본

10

미국

4

21

현지국

19

프랑스

13

일본

13

15

한국

15

프랑스

14

미국

13

수처리

트

수주 2위국

전체

플 시멘트&제철
랜

수주 1위국

2,938

중국

68 키프로스 32

통신

770 현지국

40

항만하역

72 현지국

100

해양
환경
석유 가스
석유화학
기타

자료: MEED지 각 호.

0
1,368 현지국
31,467

한국

24,893 현지국

1,054 이탈리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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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유의하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우리나라
의 플랜트 수주는 특정 국가와 부문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수주지역과 수주부문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쿠웨이트의 발주액은 걸프지역 전체 발주액의 7%에 불과
함에도 우리나라는 2005년 전체 플랜트 수주액 중 42%를 쿠웨이트에서 수주하였
다. 따라서 최근 빠른 발주 규모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UAE와 카타르를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UAE의 경우 토목과 건축 부문 발주가 상대적으로 많
으며, 카타르는 가스부문 발주비중이 높아 이들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이 필요
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석유 가스와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좋은 성
과를 냈지만 토목, 발전, 시멘트 제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해 진출부문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 국내적으로는 최근 대중동 플랜트 수주과정에서 국내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는 기업별로 진출분야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동의 현지화정책이 강화되면서 이란, 오만, UAE에서 특히 현지업체의
참여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국가에서의 수주활동에 있어서
표 5-13. 중동 각국에서의 플랜트부문 상위 수주국 현황(2005년)
(단위: %)

수주국 1위
사우디아라비아

수주국 2위

수주국 3위

일본

16

이탈리아

14

현지국

12

UAE

미국

16

현지국

12

영국

5

쿠웨이트

한국

51

프랑스

13

UAE

8

오만

현지국

38

일본

16

UAE

12

카타르

프랑스

26

일본

22

한국

20

바레인

일본

44

프랑스

33

현지국

12

이란

현지국

46

독일

11

한국

8

이라크

미국

54

핀란드

7

이탈리아

6

자료: MEED지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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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파트너업체의 발굴과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란과 오만에서
는 전체 플랜트사업 중 현지업체의 수주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는 해당 정부의 강력한 현지화(localization) 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이란의 경우 현지업체의 수주비율이 46%에 이르렀는데, 이란은 자국
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해 최근 입찰시 현지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지
조달비율도 더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시장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저부가가치 프로젝트
에 대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우리기업은 고부가가치 공정에
대한 수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부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오만, 쿠웨이트 등이 민간발전담수사업을 통
한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기업도 민간자본참여 방식
의 플랜트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도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동 각국의 플랜트 발주규모가 커짐에 따라 프로젝트 낙찰이 경제 논리
만이 아니라 국가간 이해관계나 정치적 영향력이 함께 작용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
다. 따라서 정부는 상대국과의 정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수입과
플랜트 수주를 연계하여 수주활동 시 협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주활동 기업과 정부 간의 정보공유와 협조체계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EU, 미국, 중국, 일본 등이 GCC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나라
들과 FTA가 체결되면 플랜트설비 조달선이 이 나라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우리도 GCC와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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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 및 서비스 분야
걸프지역의 주요 석유수출국들은 자국의 산업다각화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
해 민간부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높은
실업률 해결, 소득 창출원 다변화 및 석유부문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목적으로 하
는 것이다. 최근 GCC를 중심으로 한 걸프지역 국가들의 경쟁적인 산업육성 정책으
로 이 지역 IT, 금융, 건설 분야 성장률이 어느 시기 보다 높다. 외국인투자에 대해
대체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평가되는 걸프지역 국가들이 이전과 달리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 GCC와 이란, 이라크로 유입된 FDI 유
입 규모가 2003년에 7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204억 달러 수준으로 2
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대중동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우리에
게는 지금이 투자를 통해 걸프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할 적절한 시기이다.
표 5-14. GCC와 이란, 이라크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3년

2004년

2005년

4,256

8,359

12,000

사우디아라비아

778

1,942

4,628

카타르

625

1,199

1,469

바레인

517

865

1,049

오만

489

200

715

UAE

이라크

n.a.

90

300

쿠웨이트

-67

24

250

이란

482

100

30

소계

7,080

12,779

20,441

서아시아

12,314

18,581

34,461

자료: UNCTAD(2006)

제5장 우리의 대중동 협력확대 전략 및 방안 219

걸프지역의 민영화 정책은 통신, 항만, 우편, 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제8차 5개년 계획에서 민간부문 경제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신, 담수, 항공, 항만 등 기초 공공서비스
및 경제 인프라와 연관된 분야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UAE는 1997년에 전기
와 수도 분야부터 민영화를 추진했고 최근에는 수도인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의료,
관광 및 교육부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2001년 외국기업 창업 시
필수사항이었던 스폰서제도를 철폐하였고 2004년 은행부문에 외국인투자를 허용
하였다. 2006년 쿠웨이트 의회의 소위원회에서 14년간 논란이 지속되었던 국영기
업과 정부 보유 지방기업 지분의 매각과 관련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전기, 통신, 교육 서비스 부문의 대외 개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오만은
현재 국영기업 매각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민영화 정책의 기
본 틀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란은 2004년 후반부터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보수파의 반대와 헌법 44조에 따른 한계점으로 인해 그 결
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90)
국가별로 민영화 정책의 발전 단계, 민영화에 대한 의지 및 민영화 정도의 차이
는 존재하지만 공통적인 정책 방향은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보유한 기업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기업이나 투자펀드도 걸프지역의 민영화
과정에 참여하여 지분 확보를 통해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동 경제의 성장 지속으로 인한 인구 증가 및 1인당 국민소득 증가는 서비스
수요의 증가 효과를 일으킨다. 걸프지역 국가는 인구와 소득증가로 늘어나는 공공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 의료, 금융, 전력, 물류, 담수 등 다양한 공
공서비스 부문 인프라 확충에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부문 투자
90) 이란 헌법 제44조는 대규모 산업, 해외무역, 주요 광물, 금융, 전력, 방송, 우편, 통신, 항공 분야
의 국영화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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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로 서비스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의 진출
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건설 및 플랜트 단순 수주
에서 벗어나 공공서비스 인프라의 건설은 물론 운영 및 소유까지 할 수 있는
BOT(Build-Own Operate-Transfer) 또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의 투자
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기업이 직접 걸프지역의 공공서비스 운영
까지 맡게 된다면 단순히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것보다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걸프지역에 진출한 또는 진출할 우리 기업에 필요하면서도 아직까지 본격적으
로 진출하지 못한 서비스 분야가 바로 금융이다. 최근 중동 석유수출국들의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 규모가 급증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금융서비
스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현재 GCC 내에서만 1조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가 계
획되어 있다. 이 규모의 프로젝트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으로부터 수백억 달
러 이상의 자금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91) 이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걸프지역 정부는 중동 특유의 금
융시스템인 이슬람금융을 대규모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동원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슬람금융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국 기업의 대중
동 진출을 지원하고 오일달러를 흡수하기 위해 이슬람금융상품인 이슬람 채권(수
쿠크) 발행을 추진 중이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자국 재무성과의 협력아래
말레이시아의 중앙은행이자 상업은행인 뱅크 네가라 말레이시아(BNM)와 3억 5
억 달러 규모의 수쿠크를 2007년 1월에 발행할 예정이다.
우리 금융기관 역시 중동진출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참여와 이슬
람금융 개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현재 바레인이 걸프지역의 금융

91) MEED(2006), “PROJECT FINANCE: Filling the funding ga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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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 두바이가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어 이 두 나라
가 걸프지역 금융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걸프지역의 오일머니를 수출이나 건설 플랜트 수주 외에 투자유치
의 형태로 환류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오일머니 흐름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CC를 비롯한 중동의 석유수출국들은 현재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를 이용하여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자금을 우리나라 금융시장으
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걸프지역 정부가 관리하는석유안정기금 관
리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 핵 사태와
같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투자자들이 과민반응 할 가능성이 존재하므
로 우리나라의 국가 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라. 에너지분야
걸프지역과의 경제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가 에너지 분야이며, 에너지 협
력의 일차적인 목표는 유사시에 석유와 천연가스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걸프지역에서의 에너지개발을 유도 지원하고 중동
의 평화정착에 기여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협력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적이고 직접적
인 협력정책 수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우선 석유의 경우 이미 시장이
잘 발달되어 OPEC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가격이 수급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물량 공급에 있어서도 과거 석유파동 때처럼 자원민족주의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석유가 정치재(political goods)의 성격을 상
당부분 탈각하고 순수 경제재(economic goods)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LNG
의 경우는 아직 수입국과 공급국의 수가 제한적이고 개발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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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장기도입계약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쌍방독점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LNG 시장 역시 점차 단일시장화되고 계약조건이 유연해지면서 일
반적인 시장의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동 걸프지역은 다른 지역과
는 달리 에너지의 개발 및 탐사와 같은 상류부문에 외국인참여가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자원 개발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한 것도 에너지
분야 협력의 범위를 좁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시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평시에 산유국과 신뢰관계
를 공고히 하고 상시적인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현
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걸프지역 산유국과의 자원협력위원회나 석유공동위원회를
내실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우리의 경우
정상이나 고위급의 중동 방문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지역 방문을
늘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에너지협력의 범위
를 넓히는 것이 신뢰구축과 에너지 안보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에너지 분야에서의 상호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국내 정유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 제조업에 대한 걸프지
역의 거의 유일한 대규모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석유안보의 측면에서 보면 긍정
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정유나 석유화학 분야에서 걸프지역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진출하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실현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제3장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걸프지역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전
력과 담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생산능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과 담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국내 자본을 활용하여 중동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걸프지역 국가들은 발전과 담수를 비롯한 공공 인프라 부문에서 해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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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독립발전소(IPP)나 독립담수공장의 건설투
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걸프지역 투자와 관련하여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의 최근 동향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2000 05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투자국인데, 이
기간 동안 직접투자액은 약 140억 달러로 미국의 2.6배에 이르렀다. 일본스미토모
화학이 사우디 아람코와 합작으로 정유 및 석유화학설비에 약 100억 달러를 투자
하였으며, 미쓰이 등이 메탄올 생산 프로젝트와 전력공급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
다. 우리 기업도 걸프지역 기업과 합작으로 석유 및 에너지 관련 분야에 투자를 한
다면 우리의 에너지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제한적이지만 에너지개발 분야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걸프지역의 경우 상류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
가 많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국가별로 자세한 사항은
제3장에 설명한 바와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경우 참여가 불가능하
다. 다만 쿠웨이트는 앞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주시
할 필요가 있다. 카타르와 UAE는 법적으로는 참여가 가능하지만 이미 석유메이저
들의 진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참
여가 가장 유망한 국가는 결국 이란과 이라크라고 할 수 있다. 이란의 경우 최근에
중국과 인도는 LNG의 장기도입계약을 대가로 유전개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우
리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참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지역에서의 유전개발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 정세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쿠르드 자치정부 지역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정부는 중앙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석유개발 확대를 적극 추
진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파병을 계기로 유전개발 참여 기회를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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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란과의 에너지분야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란 사우스
파에서 생산될 LNG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란이 가진 잠재력과 한-이란 관계의 악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란과의 협력을 더
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란의 지정학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신중한 평가와 위험관리가 필요하지만 미래를 위하여 협력의 가능성을 항
상 열어놓고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란의 사우스파 개발은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사업이고 생산된 가스의 순조로운 판매가 이란경제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므로, 우리도 이란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이란의 LNG 판매 요구를 부분적
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협력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소비대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에너지소비국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에너지생산국 역시 자국의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에
너지를 안정적으로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규모 에너지소비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협상력을 적극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의 대규모 소비국이면서 걸프 산유국에서 생산된 석유 및 LNG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 중 일 세 나라의 에너지 협력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협력체
를 통해 에너지소비절약, 에너지공동구매, 온실가스감축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에너지 공급국과 소비국 사이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동 협의체 구성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마. 정보통신분야
IT는 GCC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산업다각화 정책의 핵심 산업이

제5장 우리의 대중동 협력확대 전략 및 방안 225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DC 발표에 의하면 중동지역 국가들의 IT 산업 지출
규모가 2004년 40억 달러 규모에서 2008년에는 58.5억달러 까지 확대되어 연평군
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지역 산업 중 석유산업을 제외하면 IT 산업이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리고 산업기반이 약한 걸프지역에서 우리기업과 전
력적 제휴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업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분야도 IT 부문이다.
걸프지역에서 우리나라의 IT 산업 진출 정도는 아직 미미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 IT 기술과 제품 수출, IT 서비스진출을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우리 IT 기술
을 홍보하는 것이다. 우리의 IT 기술을 홍보하여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거점국가
를 선정한 후 장기적으로 IT 부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진출 중점국가로 선
정해 전략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UAE는 걸프지역에서 IT 발전수준이 가장 높으며 물류허브로서 유동인구 역시
많다. 그리고 UAE는 중동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IT 기술을 기반으
로 인근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UAE 정부는 우
리나라의 차세대 IT 기술인 Wibro와 DMB에 관심을 표명해 왔고 2006년 5월 노
무현 대통령의 UAE 방문시 양국간 IT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UAE, 특히 두바이는 우리가 걸프지역에서 IT 기술을 홍보할 수 있
는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또한 UAE 정부는 중동의 IT 산업 허브를 목표로 현재 두바이의 인터넷 시티를
중심으로 IT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UAE 국영통신기업인 Etisalat는 2007년
한 해 동안 50억 달러 규모의 해외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신회사가 최
신 통신서비스 기술을 제공하며 Etisalat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프리카나 인도
아랍지역의 통신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아직 IT 인프라 수준이 낮은 반면, 인구대국이면서 풍
부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IT 분야에서 큰 잠재성을 가진 시장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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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는 2,400만 명으로 GCC 전체 인구의 약 68%를
차지한다. IT 수준 역시 기초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정도로 낮다.
이란의 경우 외국인투자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낮은 IT 발전수준, 7,000만
명에 이르는 인구로 볼 때 장기적으로 진출해야 될 중동의 거대 IT시장이다.
걸프지역의 IT 발전수준은 각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IT 발전수준에 따른 차별화
된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IT 발전수준이 높은 국가를 상대로는 우리나라의 최신기술
인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등의 기술 및 서비스 진출을 추진하고, IT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를 상대
로는 IT 인프라와 IT 제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UAE, 바레인, 카타르의 경우 IT 수준이 상대적으로 발전된 반면, 그 외 5개국
은 유선통신망 확대가 필요할 정도로 IT 인프라가 부족해 IT 발전 수준이 상대적
으로 낮다. 따라서 UAE, 바레인, 카타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IT839 제품 또는
통신서비스와 기술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외 국가의 경우 기
초적인 인프라 구축, 범용화된 이동통신서비스와 IT 제품 수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대부분의 걸프지역 국가들은 전자정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우리 솔루션업체의 이 분야에 대한 진출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GCC 6개국은 경제통합과 더불어 IT 부문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5월 정보통신 관련 장관들이 모임을 통해 통신부문 가격체계 단일화와 통신분야
공동 전략(GCC strategy for Telecom sector)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개별국 단위로 접근하는 것 이외에도 GCC 사무국과 협력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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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GCC 국가의 주요 품목별 수입과 주요국 수출 현황(2005년)
(단위: 백만 달러)

품목
코드
전체
S3-78
S3-74
S3-67
S3-33
S3-77
S3-76
S3-71
S3-72
S3-79
S3-04
S3-69
S3-54
S3-89
S3-68
S3-84
S3-66
S3-65
S3-75
S3-02
S3-05

품목명

GCC
(UAE, 쿠웨이트 제외)

한국

수출
금액
85,939 99% 2,997
13,735 148% 866

수입액 증가율
전체
도로 주행 차량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철및강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물질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통신 및 녹음기기
원동기기 및 설비
특수산업용 기계
기타 수송장비
곡식 및 곡식가공품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금속제품
의약품 및 약제제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잡제품
비철금속
의복제품 및 의복부속품
달리 명시되지
않은 비금속광물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
낙농품 및 새알
채소 및 과실

일본

중국

현지점
수출 현지점
수출
증가율
증가율
유율
금액 유율
금액
3.5% 105% 8,282 9.6% 80% 5,381
6.3% 180% 4,942 36.0% 102% 131

현지점
증가율
유율
6.3% 256%
1.0% 538%

5,539 110%

414 7.5%

121%

551 10.0%

140%

324 5.8% 379%

5,234 270%

343 6.5%

279%

662 12.6%

76%

153 2.9% 1089%

4,785 113%

2 0.0%

-10%

1 0.0%

6%

40 0.8% 12499%

3,583 83%
3,352 217%
3,310 97%
3,017 162%
3,011 97%
2,402 39%
2,132 105%

239
121
95
102
42
1

6.7% 108%
3.6% 51%
2.9% 984%
3.4% 455%
1.4% 1261%
0.0%
9%

283
178
238
297
153
4

7.9% 26%
5.3% 34%
7.2% -34%
9.8% 242%
5.1% 1358%
0.2% 1437%

214
351
31
66
11
2

6.0%
10.5%
0.9%
2.2%
0.4%
0.1%

290%
383%
514%
562%
673%
144%

90 4.2%

32%

61 2.9%

34%

232 10.9% 300%

2,049

98%

1 0.0%

330%

9 0.4%

94%

8 0.4% 311%

2,006

56%

21 1.0%

7%

62 3.1%

21%

311 15.5% 134%

1,967 154%
1,710 79%

45 2.3%
11 0.7%

194%
-4%

33 1.7%
3 0.2%

21%
-10%

54 2.7% 303%
903 52.8% 142%

1,633 110%

17 1.1%

245%

33 2.0%

56%

330 20.2% 714%

7%

218 14.1%

-31%

89 5.8%

-16%

338 21.8% 144%

1,438 158%

21 1.5%

100%

47 3.3%

-8%

465 32.4% 1070%

0 0.0%
0 0.0%

-98%
-30%

0 0.0%
0 0.0%

-65%
18%

0 0.0% 1100%
62 4.4% 212%

1,548

1,427
1,398

66%
44%

주: 1) DB 자료미비로 GCC 국가 중 UAE, 쿠웨이트 제외.
2) 수출입금액은 2005년 기준이며, 수입 및 수출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05년의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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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이란의 주요 품목별 수입과 주요국 수출 현황(2004년)
(단위: 백만 달러)

품목
코드
전체
S3-67
S3-72
S3-33
S3-74
S3-93
S3-71
S3-78
S3-77
S3-57
S3-04
S3-76
S3-54
S3-42
S3-51
S3-73
S3-64
S3-59
S3-75

이란
품목명
전체
철및강
특수산업용 기계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물질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특수 취급물
원동기기 및 설비
도로 주행 차량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플라스틱 (원료형태의 것)
곡식 및 곡식가공품
통신 및 녹음기기
의약품 및 약제제품
불휘발성 식물성기름,조유,
정제 또는 분획된 것
유기화학물
금속공작용 기계
종이,판지 및 펄프
달리 명시되지 않은
화학물질 및 제품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

수입액 증가율
32,997 142%
4,199 163%
2,923 329%

수출
금액
1,755
336
62

한국
현지점
수출
증가율
유율
금액
5.3% 142% 964
8.0% 554% 180
2.1% 238% 123

2,381 911%

4 0.2%

532%

2,330 131%

186 8.0%

469%

1,957

-

1,955
1,935
1,384
986
808
720
716

166%
143%
135%
187%
-46%
181%
85%

79 4.0%
56
135
182
234
0
28
23

2.9%
7.0%
13.2%
23.7%
0.0%
3.9%
3.2%

191%
-18%
81%
203%
47%
154%
-

일본
현지점
유율
2.9%
4.3%
4.2%

증가
율
45%
47%
179%
1731
1 0.0%
%
76 3.3% -3%

129 6.6%
27
157
37
10
0
20
3

1.4%
8.1%
2.7%
1.0%
0.0%
2.8%
0.4%

0 0.0%

12%
38%
-1%
-6%
-43%
-46%
-

수출
금액
1,623
67
152

중국
현지점
유율
4.9%
1.6%
5.2%

증가율
156%
363%
241%

18 0.8% -81%
114 4.9% 205%
10 0.5%
179
102
91
13
0
118
22

9.2%
5.3%
6.6%
1.3%
0.0%
16.4%
3.1%

83%
430%
238%
197%
-100%
4147%
400%

655 92%

0 0.0%

632 117%
597 43%
509 22%

46 7.3%
12 2.0%
60 11.8%

210%
-77%
198%

14 2.2% 111%
7 1.1% -9%
10 1.9% 118%

34 5.4% 72%
22 3.7% 149%
7 1.3% 0%

470 18%

4 0.9%

-29%

11 2.4% -13%

46 9.8%

467 202%

19 4.1%

13%

5 1.0% 33%

57 12.2% 908%
50 11.3%

S3-79

기타 수송장비

447 169%

29 6.6%

889469
4%

5 1.2% 405%

S3-69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금속제품

443 182%

23 5.1%

896%

11 2.5%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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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Policy Proposal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in the Era of Oil Boom
Bokyeong Park, Jooseong Hwang, and Chulhyung Park
Since the period of high oil prices beginning in 2000, huge amounts of oil
dollars have flowed into the Middle East. With the revival of the Middle
East's economy based on increasing monetary flows, the region has aroused
the world's interest. This study begins with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economic trends of the gulf region where oil producing countries are clustered
and suggests ways for Korea to strengthen cooperation and relationships with
countries in this region. This study specifically addresses the amount and flow
of oil dollars in the gulf region, recent economic policies of gulf countries,
strategies the world's major countries have adopted toward the Middle East,
and our suggestions toward cooperation policies regarding the Middle East.
For the past 6 years starting from 2000 when oil prices started rising, the
total amount of oil money is estimated at US$1.3 trillion. About 40% of total
oil dollars has flowed back to the world through increased imports. But, as oil
prices continue to soar, the rate of outflow has declined. Figures indicate that
the current account surplus of gulf countries is expanding and that global imbalances are continuing to aggravate. In the meantime, gulf countries are investing 40% of their current account surplus as portfolio investments in the

world market and are retaining the same amount of surplus as foreign reserves.
In contrast to the 1970s, gulf countries are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portfolio investments in their total investment, as opposed to decreasing the proportion of foreign bank accounts.
The main economic policy goals of gulf counties are to secure a stable income on the sale of oil and gas and to diversify economic structures in preparation of natural resource exhaustion. Gulf countries are seeking to extend production capacities of oil and gas convinced of the growth prospects of world
energy consumption. With respect to economic diversification, these countries
plan to foster the growth of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by promoting privatization and foreign investment. Moreover, economic reforms, such
as downsizing the government's role and opening of markets, are also being
pursued to remove structural obstacles for economic diversification.
The world's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EU, China, and Japan are also
trying to strengthen polit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gulf countries, because not only has energy security acquired greater importance in responding
to high oil prices, but also the influx of oil money has led to the rapid growth
of the import market. Moreover, recent crises in the Middle East have shown
that energy security issues can directly impact domestic security and social
stability. In particular, the US has set up revolutionary goals for the Middle
East with democratization of the political system and integration of the region
into the world economy. The EU has also tried to strengthen its influence
through economic integration with the Middle East, while China's strategy of
guaranteeing energy security is to take advantage of the conflicts between US
and the Middle East.
The economic outlook for the Middle East should continue to be bright just

as long as geopolitical risks do not worsen. Also, Korea's heavy dependence
on the Middle East energy market is expected to deepen as the influence and
importance of the Middle East in the world energy market is expected to increase much more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some methods
to broaden and strengthen polit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Middle
East. First, the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should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the Middle East and support the sustainability of Middle East
policies. Second, Korea should pursue reciprocal cooperation with the Middle
East rather than unilateral market penetration. Third, limited cooperation in
specific areas, such as product exports, plant projects, and energy imports,
should be expanded. Korea should also diversify areas for inter-regional
cooperation. Fort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have comprehensive strategy
and policy packages to deal with each of the major issues. Fifth, the government should give indirect support to the private sector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Sixth, the government should make more commitments to
strengthen foreign relations with the Middle East. Last, the importance of Iran
should be properly assessed and cooperation efforts with Iran should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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