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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2010년대 중반 이후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 다각화를 위한 중동 산
유국의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산유
국의 입장에서는 신산업 육성과 자국민 고용창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생산, 교역 등 경제활동이 둔화하고,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글로벌 원유 수
요 및 국제유가 재상승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의 대표적인 산유국 정부들은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기 위한 디지털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기술에 기
반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국가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기업에 대한 자국민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고 민간 부
문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자국 내 생산
을 늘리기 위한 보호무역조치나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지화 제도 등도 강
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유국의 경제정책 변화는 중동에 진출하는 많은 국내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현지 고용은 인건비를 늘리고
생산성은 악화시킵니다. 국내 기업들이 산유국 정부들의 요청에 따라 현지 생
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현지에서 변화하고 있는 정책이나 규제조치
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고 그 집행 과정도 투명치 않아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
항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연구는 한국과 경제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저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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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변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산업, 고용, 통상, 투자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중동 진출 시 유념해야 할 위험요인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한ㆍ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주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의 대중동 진출은 주로 수출과 해외건설을 통
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중동 산유국의 경제상황과 정책을 들여다보면, 앞
으로는 현지 고용창출을 동반하는 투자 진출의 비중이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진출 방식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ㆍ중동 국가간 고위급 회담에
서도 국내 기업의 자본투자와 기술이전에 대한 요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
다. 중동 지역 경제의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중동 산유국 경제의 변화 방향에 따라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새로운 대중동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원장 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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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유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변화 내용을 파악
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ㆍ중동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산업, 고용, 통상,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내용, 관련 기관, 협력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데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은 GCC 국가의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와 이를 탈피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경제계획에 대해 분석하였다. GCC 국가들의 경제구조가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성이 해당 국가들의 경
제성장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 및 천연
가스 부문의 수출 실적이 감소하고, 이는 바로 재정수입의 안정성을 떨어뜨리
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GCC 6개국은 경제 다각화, 고용창출, 인적자
본 양성,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등을 정책목표로 삼고 중장기 경제계획을 추
진해왔다. 항공우주, 생명과학 등 첨단 제조업 및 금융, 물류, 관광 등 지식서비
스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개
발과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지원 등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춰 산업정책을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혁신 수준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
술혁신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다양
한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전환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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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은 운영 효율성과 작업장 안전성을 증대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석유 부문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영 석유기업들은
로봇, 드론,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사의 산업시설에 대한 실
시간 분석과 관리를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관광, 물류, 우주, 생명과학 등은
디지털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는 부문으로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이 강화되고 있
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국가의 혁신을 이끌
어갈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스
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4장은 GCC 국가들의 최근 고용정책 변화를 자국민 고용 확대와 직무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 자국민 의무고용제를
대폭 보완한 니타카트(Nitaqat)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 및 기업 규모별로 적용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엔지니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직무에도 의무고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UAE는 자국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하여 좀 더 현실 여건을
감안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국민 노동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해당 고용인의 직업훈련 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는 압셰르 이니셔티브(Absher
Initiative)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국민 구직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타우틴 게이트(Tawteen Gate)가 있다. 아울러 GCC 국가들은
민간 부문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임금보호제, 출산휴가
제 등을 도입하고 노동시간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국민 고용 확대
를 위한 GCC 국가들의 규제는 산업발전 저해,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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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유입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GCC 국가들은 이
에 대응하여 자국민의 직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
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을 없애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늘
리는 시도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내 직업훈
련 역량을 제고하려는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GCC 국가들의 통상 및 투자 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관세율은 2003년 관세동맹을 체결하면서 5%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
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2020년 6월부터 자체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인상한
바 있다. GCC 국가들은 2004년 만들어진 무역 대응 관련 공동 법안을 토대로
2015년부터 자국 내 생산이 증가하는 상품을 수입할 경우 세이프가드 및 반덤
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자국민에 대한 건강, 안전을 목적으로 식품 수
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통보가 증가하고 있다.
GCC 국가들의 공동 인증기관인 GSO 차원의 규제도 늘어나고 있으며, 각국별로
자체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라벨링 규정도 강화하고 있다. 투자정책과
관련해서 GCC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 등은 외국인 지분
율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 세금 면
제, 수익금 해외 양도 허용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입찰기업에 대해 현지인 고용, 현지 제품 사용 및 생산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해외 기업이 자국 내 투자 및 생산, 고용창출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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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 제도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지원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투자 진출 시 애로사
항으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26.7%), 현지 정부규제 장벽(23.3%), 문
화적 차이(20.0%), 인력 확보의 어려움(10.0%) 등으로 나타났다. 진출국의 투
자 규제 차원에서는 투자 진출 절차의 복잡성 및 불투명성(40.0%)과 투자지분
제한(33.3%)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이 밖에 에이전트 의무등록(10.0%),
현지인 의무채용(10.0%) 등을 꼽았다. GCC 진출과 관련한 정부지원정책으로
는 응답기업의 66.7%인 20개 기업이 현지 진출 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19개 기업은 인프라 등 현지 투자여건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3순위까지 중복 응답 집계). 세 번째로는 무역금융/보험 지
원조건 완화 및 지원 확대로 전체 응답기업 중 14개 기업이 선호하였다. 해외
수출시장 정보 제공, 현지 진출에 필요한 자금지원 규모 확대 등도 전체 응답기
업의 3분의 1인 10개 기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ㆍ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으로는 먼저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한 디지털
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GCC 국가들이 각기 다른 경제구조와
재정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술 개발, 디지털
산업 육성 등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발전 비전과 정책목표를 공유
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전문인력 양성, 기술 상용화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협력 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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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GCC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국민 의무고용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현지 진출비용을 상
승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GCC 지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현지 노동력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지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GCC 국가들의 직업훈련기관과 국내 직업훈련기관이 서로 협력관계를 맺어 다
양한 직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교육훈련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나타나게 되
면, 국내 우수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이 현지의 대학 및 교육기관과 파트너십
을 체결하고 분교 또는 지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셋째,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코트라 등 지원기관은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플랫폼으로서 지역별로 ‘통합지원
센터(가칭)’를 두고, 국내 기업간 각종 정보 및 네트워크를 공유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이는 지원기관간 중복 업무를 방지하고 초기 정착 과정 및 시장조사에
서부터 분쟁에 따른 법률자문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초기 진입비용과 법인 설립 기간을 최소화하고 보다 용이하게 현
지 시장에 적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다른 지원 플랫폼으로 우리 정
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한국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산활
동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유통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류 공
간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비자 신청, 법
인 설립, 벤더 등록, 건물 관리 등을 대행해주고, 임대료ㆍ전기료 등에서도 혜
택을 부여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진출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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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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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동 지역 경제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의 하나는 국제유
가의 등락이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 주요 중동 산유국들은 석
유 관련 산업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경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 하락은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의 악
화로 인해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협하고 자국민에게 돌아가는 각종 복지 혜택과
보조금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더욱이 석유산업 이외의 다른 신산업 육성이
나 국민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지연됨으로써 중장기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가 하락은 산유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유가 하락으로 중동 산유국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 이집
트, 요르단 등 원유를 수입하는 중동 국가들은 원유 구매비용은 줄어들지만 자
국 내 관광 수입이나 중동 산유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국민의 해외송금 등이
감소하여 경제가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중동 지역 경제의 유가 하락 리스크는 2014년 하반기 이후 계속 나
타나고 있다(그림 1-1 참고).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로 인해 국제교역 및 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원유수요가 감소하면서 지난
2010년대 초반의 유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1) 2010년대 중반부
터 나타난 저유가 기조는 미국을 중심으로 셰일 개발이 확대된 반면, 전 세계적
인 원유수요 증가세는 둔화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2) 원유수요 증가세
둔화 요인은 에너지 기술 발전, 에너지 이용 패턴 변화 등 여러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서 새로운 글로벌 원유수요 규모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계적 규모의
1) 중동 지역에서는 2020년 2월 이란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코로나19가 역내에서 지속
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요인과 국가별 특성에 대해서는 인남식(2020),
pp. 5~15 참고.
2) 2010년대 중반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권형 외(2016), pp. 34~4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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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행병으로 경제 위축이 가속화되면서 저유가 국면은 단기간 내에 종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동 산유국들은 대부분 석유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국제유가
등락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기 자국 현실에 맞는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국가들의 가장 두드
러진 정책목표는 비석유 부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 다각화와 일
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목표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부문
별 정책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후속 장에서 상술하겠지만, 기술혁신 역
량을 제고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 자국민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정책, 현지 생산 및 조달을 늘리기 위한 통상 및 투자(규제)정책 등을 마련
하고 있다.3)

그림 1-1. 국제유가 추이
(단위: 달러/배럴)

140
120
100
80
60
40
20
0

주: 월별 평균 유가임.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정보, 국제석유가격｣, http://www.petronet.co.kr/main2.jsp(검색일: 2020. 10. 26).

3) 2014년 국제유가 하락 이후 중동 산유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이권형 외
(2016), pp. 75~1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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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내 기업이 중동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비용 측면의
요소이다. 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장 환경과 규제
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의 대중동 진출은 위축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변화된 정책하에서 나타나는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
의 대중동 진출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향후 한ㆍ중동 경제협력관계의 지속가능
성이 크게 저하할 수밖에 없다. 즉 국내 기업은 국산 제품을 단순히 수출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내 자본과 기술을 현지에 이전하고 현지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기존 대중동 협력관계는 에너지 안보와 수출시
장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 진출 확대와 금융협력을 동반한
실질적인 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요한 때이다.4)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유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
제정책의 변화 내용을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5) 산
업정책, 고용정책, 통상정책, 투자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국내 기업의 대중동 진
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책 변화를 설명하고 관련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내
기업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저유가 시기에도 지속가능한 한ㆍ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저유가 시기에 변화하고 있는 중동 지역 경제의 현실을 올바로 이
해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한ㆍ중동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
다. 또한 국내 기업의 대중동 진출 역량을 재점검하고 저유가 시기의 진출전략
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경제협력의 패턴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만드는 데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중동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배경에 대해서는 이권형 외(2018), pp. 30~38 참고.
5) GCC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외에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을 포함한 6개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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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본 연구의 범위는 2010년대 이후 GCC 6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정책의
변화로 한정한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먼저 GCC 국가들의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분석한다. 중장기 경제계획에는 각국마다 지식기반 경제를 지향하면서
이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어 전반적인
변화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GCC 국가들의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분
석하기 위해 산업ㆍ고용ㆍ통상ㆍ투자 등 부문별로 구분하여 추진계획과 관련
사례들을 다룬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방대한 경제정책 전반을 모두 살펴
보는 데 있지 않고 국내 기업이 진출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정책요소들을 파악하
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ㆍ금융 등 거시경제정책은 연구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산업ㆍ고용 등 부문별 정책에서도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실
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소들을 선별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정책 설명에만 그치지 않고 문헌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협력사
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도 포함하여 더욱 풍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산업정책에서는 기술혁신 역량 제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신
산업 육성, 스타트업 지원 등의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고용정책에서는 지난
‘아랍의 봄’ 이후 특히 부각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자국민 의무고
용정책과 함께 자국민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직무역량 제고 정책을 다룬다.
통상 및 투자 정책에서는 자국 내 생산과정에서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보호
무역조치와 현지화 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GCC 국가들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과 진출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GCC 국가들의 부문별 협력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중동 경제협력관
계의 추진 방향과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중동 지역 국가들은 각각 고유한 경제구조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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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조업 발전이 미비하고 석유 및 가스 또는 석유화학제품 이외에 뚜렷한
수출제품이 거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
비스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원하고 있다. 저유가 시
기가 장기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주목하여 디지털 신산업 및 스타트
업 육성에 대한 정책방안이 수립되고 있으며, 자국민 고용과 국산품 사용을 확
대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GCC 국가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정책 변화를 GCC 국가들에서 가장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국가들은 [표 1-1]에서 보듯이, 에너지 안보를 중심
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들이기도 하다.

표 1-1. 한ㆍ중동 경제협력 현황(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수출

교역액

원유

가스

해외

수입

수입액

수입액

수주액
0

0

소계

투자액

레바논

150

437

587

0

0

리비아

632

226

858

102

0

0

3

모로코

322

160

482

0

0

173

1

바레인

288

514

802

0

0

22

12

사우디아라비아

3,697

21,841

25,538

19,890

0

3,020

171

시리아

142

0

142

0

0

0

0

알제리

701

1,746

2,447

464

0

20

2

예멘

161

43

204

0

0

0

0

오만

643

2,675

3,318

22

2,457

0

3

요르단

531

94

625

0

0

3

72

이라크

1,945

7,995

9,940

7,535

0

582

7

282

2,134

2,416

2,070

0

7

0

이란
이스라엘

1,427

901

2,328

0

0

0

29

이집트

1,573

282

1,855

0

38

0

29

카타르

357

13,037

13,394

4,104

6,783

199

4

쿠웨이트

956

10,771

11,727

9,910

0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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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계속

국가
튀니지
팔레스타인
UAE
합계(A)

교역액
수출

수입액

수입액

수주액

투자액

237

0

0

0

0

49

2

51

0

0

0

0

3,470

8,991

12,461

5,949

71

709

292

17,507

71,905

89,412

50,046

9,349

4,751

625

57,829

67,240

39,875

9,311

3,966

482

503,343 1,045,576

70,193

20,567

22,319

61,847

9,411
542,233

비중(B/A)(%)

해외

56

한국 전체(C)

중동 내 GCC

소계

가스

181

GCC 소계(B)

중동 비중(A/C)(%)

수입

원유

3.2

14.3

8.6

71.3

45.5

21.3

1.0

53.8

80.4

75.2

79.7

99.6

83.5

77.1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8. 10);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정보, 국제석유가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6).

본 연구는 주로 문헌 및 통계 분석과 국내외 전문가 및 기업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심층적인 사례분석(case study)에 기초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문헌으로는 주동주 외(2012)가 있다. 이 보고서는 GCC 국가들의 산업구
조와 경제개발전략을 다루면서 주요 업종별로 산업 다각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저유가 시기 중동 산유국의 경제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로는 이권형 외(2016)를
들 수 있다. 유가 하락의 중동 산유국에 대한 영향과 경제 다각화, 재정안정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등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IMF(2018)은 GCC
국가들의 교역과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을 다루면서 경제 다각화와 성장을 지속
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GCC 국가들의 현지화 제도와 노동
시장을 분석한 보고서들이 있다. 김현범, 안 령(2018)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현지화 정책을 소개하고 시사점과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Baldwin
-Edwards(2011)는 GCC 국가들의 노동시장을 분석하면서 각국 노동시장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혔다. ILO(2019)는 최근 아랍 국가들의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최저임금과 임금보호정책을 분석하였다. 정재욱 외(201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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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정책과 노동시장을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는 현지 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과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고려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현지 방문이 어
려워지면서 화상회의 및 서면 의견 등을 통해 보완하였다. 또한 국내 중동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한ㆍ중동 협력방안 등에 대
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GCC 국가 진출기업들의 진출 환경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에 대
한 의견은 2020년 9~10월 온라인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하
였다. 조사대상 기업은 KOTRA의 2018-2019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은 현지 법
인 또는 지사 등의 형태로 진출한 30개(대기업 23개, 중소기업 7개)였으며,6)
진출기업의 업종은 건설업과 제조업이 가장 많고, 대부분 현지 내수시장 진출,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해 진출하였다(표 1-2 참고). 30개 응답기업
중 5개 기업과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1-2. 응답기업 분포
구분
기업 규모

진출국가(중복 응답)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기업

7

23

30

사우디아라비아

0

13

13

UAE

6

18

24

카타르

1

6

7

쿠웨이트

0

8

8

오만

0

5

5

바레인

0

4

4

6) GCC 국가들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주로 석유산업 및 건설업, 제조업 등에 관련된 대기업이 많고, 중소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전문인력 및 정보 부족, 금융조달 역량 미흡 등으로 진출기업 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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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계속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기업

5

7

12

지사(지점)

2

12

14

기타

0

4

4

제조업

3

5

8

현지 법인
진출 형태

진출 업종(중복 응답)

건설업

3

9

12

도매 및 소매업

1

3

4

기타

2

7

9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저자 작성.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범위에 따라 총 6개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
는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범위 및 방법론, 연구 프레임워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등을 밝힌다. 제2장에서
는 GCC 국가들의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을 분석하고 각국 간 유사성과 차별성을
비교한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경제정책의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정책 내용
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제3장은 산업정책으로 기술혁신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다루고, 제4장은 자국민 고용 확대, 민간 부문 고용
환경 개선, 직무역량 제고 등의 정책과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현지 생산과 자국산 물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보호무역조치와 현지화 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5장까지의 분석내용을 요약하
고 중동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수요를 살펴본 후 저유가
시기의 한ㆍ중동 경제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업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 기대효과, 연구내용 등은 [그림 1-2]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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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 프레임워크

연구 목적

∙ 저유가 시기 GCC 국가의 경제계획 및 부문별 경제정책 변화 분석
∙ 지속가능한 한ㆍ중동 경제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대응전략 도출

기대 효과

∙ GCC 국가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대중동 진출 리스크 파악
∙ 대중동 진출 역량 강화 및 한ㆍ중동 협력관계 재정립에 기여
GCC 국가의 경제 특성 및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분석(2장)
주요 부문별 정책 변화와 협력 사례 및 진출 시사점(3장~5장)

연구 내용

산업정책
∙ 기술혁신 역량 강화
∙ 디지털 전환
∙ 스타트업 육성

고용정책
∙ 자국민 고용 확대
∙ 고용환경 개선
∙ 직무역량 제고

통상 및 투자정책
∙ 관세율 인상
∙ 비관세조치 증가
∙ 현지생산ㆍ조달 확대

저유가 시기 한ㆍ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6장)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저유가 시기 중동
진출기업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지의 다양한 정책 변화를 문헌
및 통계연구,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중동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산업화와 현지 고용 및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개입 등이 어떻게 서로 맞물리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코로
나19로 인해 현지 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지 정책보고서 및 통계 등 1차
자료와 서면 조사 및 화상 인터뷰를 활용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현지
조사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국내 중동경제 전문가들과 중간 연구성과를
공유하면서 분석 내용을 체계화하고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셋째, 중동 진출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지 진출의 애로
사항 및 위험요인과 함께 정부지원 요청사항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이 느끼는 현
실적 어려움을 연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앞서 밝혔듯이 연구 범위를 산업정책, 고용정책 등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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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의 정책에 한정하고 재정, 금융정책 등과 같은 거시경제정책은 연구 대
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중동 산유국의 변화된 정책방향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었
다. 예를 들어 저유가 시기에 재정 분야의 조세, 보조금 제도 등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본 보고서에 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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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저유가 시기 GCC 경제의
특성과 중장기 경제계획

1. 저유가 시기 GCC 경제의 특성
2. 국가별 중장기 경제계획
3. 시사점

1. 저유가 시기 GCC 경제의 특성
GCC 회원국 중 가장 경제 규모가 큰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석유 및 가스 부문이 40%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조
업의 비중은 12% 수준에 머물러 있다(표 2-1 참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원
유 및 가스 부문은 거의 없는 반면 제조업 비중이 30%에 약간 못 미치는 것과
는 대조적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통해 수출을 하는 반면 중동 산유국
은 원유 및 가스 부문에서 대부분의 수출이 이루어진다.

표 2-1.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구조 추이
(단위: %)

업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농림어업

2.4

2.3

2.3

2.4

2.3

2.3

석유 및 가스 부문

39.4

39.6

40.1

38.9

39.4

37.8

기타 광물자원

0.4

0.4

0.4

0.4

0.4

0.4

제조업

11.5

11.7

11.9

12.1

12.1

11.9

정유

3.0

3.3

3.7

3.8

3.6

3.5

전기, 가스 및 수도업

1.3

1.3

1.3

1.3

1.3

1.3

건설업

4.9

4.9

4.7

4.6

4.3

4.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9.2

9.1

8.8

8.9

8.8

9.3

운수, 보관 및 통신업

5.6

5.7

5.7

5.9

5.9

6.2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9.2

9.1

9.2

9.7

9.8

10.3

4.9

4.9

4.9

5.2

5.2

5.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0

1.9

1.9

2.0

2.0

2.1

금융귀속서비스

0.8

0.8

0.8

0.8

0.8

0.8

공공행정

14.2

13.9

13.7

13.8

13.9

14.1

부동산 개발

수입 관세

0.8

0.8

0.8

0.7

0.6

0.6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10년 불변가격 기준임.
자료: General Authority for Statistics, “Statistics Library,” www.stats.gov.sa/en(검색일: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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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에 나타난 것처럼 총수출 대비 석유ㆍ가스 부문의 비중이 사우디아
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의 경우 80% 전후가 될 정도로 매우 높다. 이는 제조
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와 달리 수출제품의 다변화가 어렵고 수출가격의 변동성
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2-2. GCC 국가별 총수출 대비 석유ㆍ가스 부문 수출 비중
(단위: %)

국가

2014년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83.1

75.1

UAE

25.4(39.0)

17.0(27.2)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74.2

76.7

78.6

-

12.9(21.6) 15.1(24.7) 17.1(26.8) 14.8(23.5)

카타르

89.6

83.4

81.6

84.2

86.0

85.8

쿠웨이트

93.7

89.6

89.8

90.1

91.0

-

오만

65.7

59.4

57.9

58.3

65.4

-

바레인

61.7

46.8

47.6

54.7

58.7

54.6

주: ( ) 안은 재수출을 제외한 비중임.
자료: (사우디아라비아) General Authority for Statistics, “Statistics Library, Statistical Yearbook, Chapter7 Foreign
Trade, Foreign Trade by Years(2018)”; (UAE) Federal Competitiveness and Statistics Authority, Statistics,
“Statistics by Subject, National Accounts, National Account Estimates(2010-2019),”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27); (카타르) Qatar Central Bank(2019), p. 62; Qatar Central Bank(2020), p. 56; (쿠웨이트)
Kuwait Central Statistical Bureau, “Statistics & Bulletins, Trade & Agricultural Bureau, Foreign Trade
Statistics 2018”; (오만) Central Bank of Oman, “Publications, Annual Report, Annual Report 2018”; (바레인)
Central Bank of Bahrain, “Publications&Data, Economic Report 2017, 2018, 2019,”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27).

GCC 국가들의 석유ㆍ가스 부문이 주로 국영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유
가 하락은 재정수입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 [표 2-3]에 따르면 재정수입
의 석유ㆍ가스 부문 의존도는 경제 다각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UAE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70~80%대를 유지하고 있다.7) 따라서 유가 하락은 보조
금 지급, 재정 기반 인프라 구축, 신산업 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재정지출을 위

7) 2014년 이후 석유ㆍ가스 부문 의존도가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 실질적인 산업구조의 개선 때문이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표 2-1]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처럼 산업구조 측면에서 의미있는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2014년 이후 석유 수출에 기반한 재정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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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시킴으로써 국민들의 구매력 감소, 산업 생산성 저하, 신성장동력 둔화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8) 즉 유가 하락은 석유ㆍ가스 부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산업의 수요와 미래 성장동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표 2-3. GCC 국가별 재정수입의 석유ㆍ가스 부문 의존도
(단위: %)

국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86.0

81.3

65.0

69.4

62.8

2019년
67.9

UAE

62.9

45.3

22.8

36.1

41.2

41.2

카타르

82.2

81.9

82.4

81.5

83.3

79.2

오만

84.3

78.7

68.2

72.9

78.2

-

바레인

86.1

81.1

80.7

77.1

75.7

-

자료: (사우디아라비아) General Authority for Statistics, “Statistics Library, Statistical Yearbook, Chapter20 Budget
Data, State Annual Budget Projections by Sector 2018”; (UAE) Federal Competitiveness and Statistics
Authority, “Statistics, Statistics by Subject, National Accounts, National Account Estimates(2010-2019),”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27); (카타르) Qatar Central Bank(2019), p. 52; Qatar Central
Bank(2020), p. 48; (오만) Central Bank of Oman, “Publications, Annual Report, Annual Report 2018”;
(바레인) Kingdom of Bahrain, Ministry of Finance and National Economy, “Open Data, Financial Data,
Total State Budgeted Revenues & Expenditures for the Financial Year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27).

석유ㆍ가스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저유가 시기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의 악화로 나타난다. [그림 2-1]과 [그림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평균 국제
유가가 급락한 2015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었다.9) 특히 양국에서의 재정수지 악화는 재정지출이 점증하고 있
는 가운데 유가 하락으로 인해 재정수입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그림
2-3, 그림 2-4 참고). GCC 국가들의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은 이러한 국제유가
변동성에 취약한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각국별 특징은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8) 이권형 외(2015), p. 39.
9)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유가가 급락한 2009년에도 유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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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추이

그림 2-2. UAE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추이

(단위: %(좌축), 달러/배럴(우축))

(단위: %(좌축), 달러/배럴(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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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정보, 국제석유가
격」;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26).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정보, 국제석유가
격」;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26).

그림 2-3.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추이

그림 2-4. UAE의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추이

(단위: 십억 리얄(좌축), 달러/배럴(우축))

(단위: 십억 디르함(좌축), 달러/배럴(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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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정보, 국제석유가
격」;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26).

재정수입

재정지출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정보, 국제석유가
격」;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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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중장기 경제계획
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사우디 비전 2030(이하 비전 2030)」을 발표하여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비전은 활기찬 사회(A Vibrant Society),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 진취적인 국가(An Ambitious Nation)
등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표 2-4 참고). 그리고 경제 부문에는 일자리 기회
및 장기 투자 확대, 열린 비즈니스 기회 제공, 지리적 이점 활용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목표와 정책을 제시하였다.
「비전 2030」은 기존의 개발계획과 동일한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전략은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비전 2030」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일원화된 정책결정기구가 운용되고 있다. 사우
디아라비아 정부는 2015년 1월에 왕실 최고 정책자문기구로 경제개발위원회
(Council of Economic and Development Affairs)를 설립하였다.10) 「비전
2030」에 제시된 목표 달성과 관련한 세부 정책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전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경제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은 현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Mohammed bin Salman)이며, 경제, 에너지, 교육, 재정 장관 및 주요 공공기
관장 등 22명의 위원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포괄적인 계획 수립 및 신속한 정
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위원회 산하에는 재정, 미디어, 전략, 행정, 프로젝
트 관리와 관련된 부서도 마련되었다. 또한 성과 달성 및 신속지원센터(Center
for Achievement and Quick Intervention)와 공공기관평가센터(National
Center for Evaluating Performance of Public Agencies)도 설립되어 「비전
2030」과 관련된 업무 지원, 진행 상황 모니터링, 감사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11)
10) Shearman & Sterling LLP(2019),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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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사우디 비전 2030」의 경제 부문 주요 목표와 정부정책
부문

주요 목표

정부정책
∙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교육: 2030년까지 세계

일자리
기회

∙ 사우디인 실업률: 11.6% → 7%

200위권 대학에 최소 5개 이상의 사우디 대학

∙ 중소기업의 GDP 비중: 20% → 35%

진입 추진

∙ 여성의 노동력 참여 비중: 22% → 30% ∙ 중소기업 지원 강화: 벤처 캐피털, 인큐베이터,
중소기업 지원 펀드 설립
∙ 방위산업 자국화: 2030년까지 군사장비 지출의
∙ 세계경제 규모 순위: 세계 19위 → 15위

장기
투자

50% 이상 현지화

∙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 현지화 비중: ∙ 광업 분야 국가경제 기여: 2020년까지 9만 개의
40% → 75%

일자리 창출, 구조개혁 추진

∙ PIF 자산 규모: 6,000억 리얄(1,600억 ∙ 신재생에너지 시장: 신재생을 통한 발전 규모
달러) → 7조 리얄(1조 8,665억 달러)

9.5GW 달성, 신재생 R&D 분야 자국화 및
관련 제도 개선, PPP 형태의 개발 추진
∙ 킹 압둘라 금융지구 구조조정: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특별구역으로 변경 및 PIF 본사 이전 추진

열린

∙ 국제경쟁력지수: 세계 25위 → 10위

비즈니스 ∙ FDI의 GDP 비중: 3.8% → 5.7%
기회

∙ 민간 부문의 GDP 비중: 40% → 65%

∙ 소매업 육성: 사우디인 100만 명 취업 기회 제공,
외국인 투자자 소유권 제한 완화,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
∙ 디지털 인프라 개발: 높은 수준의 고속 브로드
밴드 제공

∙ 물류성과지수: 세계 49위 → 25위,
역내 1위

지리적
이점

∙ 민간 부문 및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
물류제도 개선

∙ 비석유 부문 수출의 GDP 비중:
16% → 50%

∙ 다른 GCC 국가와의 연결성 강화, 이집트와의
교통 인프라 개발을 통해 대아프리카 연계성 확대

자료: Saudi Vision 2030, “Home, Vision, Themes, Thriving Econom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12); 손성현
(2016), p. 11.

경제개발위원회는 「비전 203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3개의 비전 실현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표 2-5 참고). 「비전 2030」 발표 2개월 후인 2016년
6월에 첫 번째 프로그램인 ‘국가변혁 프로그램(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이 공개되었다. 국가변혁 프로그램에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24개
정부기관별 178개의 전략과 해당 전략 달성과 관련한 350개의 성과지표 등이

11) Shearman & Sterling LLP(2019),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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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었다.12)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이후 민간 부문 성장 지원, 사회복지,
보건의료 및 안전 등 대국민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변
경되었다. 경제개발위원회는 국가변혁 프로그램 외에 민간 및 비석유 부문, 정
부 및 재정 효율성, 사회 및 문화 등 분야별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은 12개의 비
전 실현 프로그램도 추가로 발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별로 달성된 목표와 주
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13)
「비전 2030」과 경제 관련 비전 실현 프로그램은 자국민에 대한 노동수요를
창출하고 공급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주요
산업을 현지화(localization)하는 것과 함께 자국민에 대한 의무고용제도를 강
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고용과 연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내외 우수한 민간 교육기관과의 제휴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노동력을 육성하겠다는 이행전략도 포함되어 있
다. 그리고 자국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 여성 취업을 허용하고 여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기존 계
획보다 개혁적인 전략도 제시되었다.

표 2-5. 「비전 2030」의 비전 실현 프로그램별 주요 목표
부문

정부 및
재정
효율성

프로그램

주요 목표

재정균형 프로그램

∙ 재정계획 및 정부지출 효율성 제고

(Fiscal Balance

∙ 정부 수입 다각화

Program)
공공투자펀드 프로그램
(Public Investment
Fund Program)

(공기업 수입 극대화, 정부 서비스 및 세외 수입 증대)
∙ PIF의 자산 규모 증대
∙ PIF를 통한 새로운 산업 부문 개발, 첨단기술 및 지식의
국산화
∙ PIF를 통한 전략적 경제동반자 관계 구축

12) Gulf International Bank(2016), p. 14.
13) Vision 2030, “Vision Progres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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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계속
부문

프로그램

주요 목표
∙ 정부의 대국민 대상 서비스 수준 개선

국가변혁 프로그램
(National Transformation
정부 및

Program)

재정

증대, 필수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관광 및 비영리 부문
발전을 통해 「비전 2030」 실현 지원
∙ 사회복지, 보건의료 및 안전 등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

효율성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Strategic Partnerships
Program)
국영기업 육성 프로그램
(National Companies
Promotion Program)
국가 산업개발 및 물류
프로그램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민간 및

∙ 비전 실현을 위한 민간 부문 성장 지원, 노동시장의 매력도

Logistics Program)

비석유

금융 부문 개발 프로그램

부문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Program)
민영화 프로그램

∙ GCC 역내 경제 통합 추진
∙ GCC 역외 지역과 경제협력 관계 확대 및 경제적 파트너십
구축
∙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 국영기업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
∙ 유망 국영기업을 지역 및 글로벌 리더로 육성
∙ 석유 및 천연가스 연관 산업 개발
∙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에너지 부문 경쟁력 강화
∙ 유망 제조업 및 방위산업 등의 국산화 확대
∙ 물류 허브로서의 성과 향상, 무역 및 운송 네트워크의 지역
및 국제적 연결성 강화
∙ 선진 자본시장 구축
∙ 민간 금융기관 육성
∙ 민간 부문 개발을 위한 국유자산 활용 허용

(Privatization Program) ∙ 일부 정부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 국내외 기관과 제휴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및 직업
인적 자본 개발 프로그램
(Human Capital

훈련 수준 달성
∙ 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Program) ∙ 인적 자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교육 및 훈련정책과
제도 도입
사우디 특성 강화 프로그램 ∙ 이슬람 및 국가적 가치 증진
(Saudi Character
사회 및
문화

Enrichment Program)
삶의 질 프로그램
(Quality of Life Program)

∙ 아랍어, 교육 및 직업훈련, 금융에 대한 접근성 확대
∙ 혁신과 기업가 정신 문화 육성 및 지원
∙ 스포츠 활동에 대한 대중 참여 확대
∙ 수요 기반 여가 기회 개발 및 다각화
∙ 사우디인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기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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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계속
부문

프로그램
하지 및 우므라 프로그램

사회 및
문화

(Hajj and Umrah
Program)
하우징 프로그램
(Housing Program)

주요 목표
∙ 성지순례(하지(Hajj) & 우므라(Umrah)) 방문객 유치 확대,
성지순례 접근성 강화
∙ 성지순례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 향상
∙ 성지순례 방문객에게 정신적ㆍ문화적으로 풍부한 경험 제공
∙ 국민의 주택 소유 확대

자료: Saudi Vision 2030, pp. 47-68; 정재욱, 손성현, 장윤희(2019), p. 6.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자국민 고용창출 가능성이 큰 서비스 산업과 국방, 재
생에너지 등 첨단 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전의 제조
업 중심의 산업정책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그
동안 에너지 및 자본집약적인 석유화학, 알루미늄, 철강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해왔다. 하지만 자본집약적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장성을 상실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네옴(NEOM) 시티, 홍해 관광단지, 끼디야(Qiddiya)
엔터테인먼트 시티 등의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민간 서비스 부문
에서 자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또한 방산 물자를 국산화하여 재정
지출을 줄이고 원자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 비중 확대를
통해 그동안 발전에 사용되었던 석유 및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비전 실현 프로그램에 아람코 상장 및 지분 매각, 비핵심 공
기업 민영화 등의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되었다. 특히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아
람코의 상장 및 지분 매각은 「비전 2030」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비전 2030」 추진 과정에서 아람코를 자국
과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이 중 5%를 매각하여 최대 1,000억 달러를 조달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14) 하지만 2019년 12월 자국 주식시장에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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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주식의 1.5%를 매각하여 256억 달러를 마련하는 데 그쳤다.15) 사우디아
라비아 정부는 아람코 지분 매각을 통해 3,20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인 공공
투자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를 2020년까지 4,000억 달러로 늘
리고 이를 토대로 「비전 2030」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자 하였다.16) 하지만
줄어든 자금조달 규모로 인해 경제개혁을 위해 추진하려던 일부 프로젝트에 차
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7)

나. UAE
UAE는 연방 차원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각 지방정부에서도 개별적
인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UAE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10년에 2021년까지의 국가계획인 「UAE 비전 2021(UAE
Vision 2021)」을 발표한 이후 2017년에는 2021년부터 50년간의 계획인
UAE 「센테니얼 2071(UAE Centennial 2071)」을 발표하였다. UAE의 국가
발전계획은 장기간의 광범위한 계획으로 구체적인 목표보다는 UAE의 미래 발
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18)
「UAE 비전 2021」은 UAE가 건국 50주년을 맞는 2021년까지 세계 일류국
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번영의 연합(United in Prosperity), 지식의 연합
(United in Knowledge), 운명의 연합(United in Destiny), 책임의 연합

14)
15)
16)
17)

Roll(2019), p. 14.
Barbuscia and Rashad(2019. 12.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5).
Roll(2019), p. 12.
공공투자펀드는 2020년 6월 보유하고 있던 사빅(SABIC)의 지분(발행 주식의 70%)을 아람코에 매각
하여 「비전 2030」 추진과 관련한 2,591억 리얄(691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마련하였다(“Aramco
completes its acquisition of a 70% stake in SABIC from the Public Investment

Fund(PIF)”(2020. 6.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5).
18)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trategies, initiatives and
awards, Federal governments’ strategies and plans, Vision 2021; “Mohammed bin Rashid
launches UAE Centennial Plan”(2017. 3. 22), 온라인 기사(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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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in Responsibility)이라는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지식의 연합은 인적자원 개발, 지속가능하고 다각화된 경제 및 고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경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UAE는 지식경제로의 전환
이 자국민의 재능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가를 육성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혁신과 대담
성,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문화를 조성하려 한다. 또한 자국 내 기업가 정
신을 고취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장기적 번영을 보장하는 지속가능
한 성장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19)
2014년에는 「비전 2021」 달성을 위한 7개년 계획인 국가의제(National
Agenda)를 발표하였다. 국가의제는 「비전 2021」의 4대 영역에 포함된 내용
중 6개 국가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프로그램과 국가핵심성
과지표(NKPIs)를 구체화하였다.20) 경제 부문에서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변환,
혁신 및 연구개발(R&D) 촉진, 고부가가치 산업 장려 등을 통해 경제ㆍ관광ㆍ
상업 중심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 활동(entrepreneurship)
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하고 중소기업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민의 민간 부문 노동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21)

19) UAE Vision 2021, “United Knowled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6).
20) 6개 국가 우선순위는 응집력 있는 사회 및 정체성 보전, 공공안전 및 공정한 사법제도, 경쟁력 있는
지식경제, 일류 교육체계, 세계적 수준 보건의료 서비스, 지속가능한 환경 및 인프라이다.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trategies, initiatives and
awards, Federal governments’ strategies and plans, National Agend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2).
21) UAE Vision 2021, “National Agenda 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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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UAE 연방 주요 경제계획 및 내용
계획

발표연도 경제 부문

주요 내용
∙ 인적자원 개발, 지속가능하고 다각화된 경제 및 지식기반 경제 구축
목표

비전
2021

2010

지식의
연합

∙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업가 육성
∙ 국가적 차원에서 혁신과 대담성,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문화 조성
∙ 자국 내 기업가 정신 고취,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구축 계획
∙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 혁신 및 R&D 촉진, 고부가가치 산업 장려 등을 통한 경제ㆍ관광ㆍ

경쟁력
국가의제

2014

있는

상업 중심지로의 전환
∙ 기업가 활동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

지식경제 ∙ 중소기업을 통한 경제발전 촉진
∙ 1인당 소득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대
∙ 자국민의 민간 부문 노동참여 확대
∙ 세계 최고 수준 경제 달성
센테니얼
2071

2017

다각화된 ∙ 국민경제 생산성 향상
지식경제 ∙ 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 및 과학자 육성
∙ 경제ㆍ산업의 미래를 위한 국가 전략 개발 중요성 강조

자료: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trategies, initiatives and awards, Federal
governments’ strategies and plans, Vision 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30); “Mohammed bin Rashid
launches UAE Centennial Pla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30); UAE Vision 2021, “United Knowled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6); UAE Vision 2021, “National Agenda 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2);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trategies, initiatives and awards,
Federal governments’ strategies and plans, UAE Centennial 207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4. 22).

「센테니얼 2071」은 2021년 이후 50년에 걸친 완전한 비전으로 미래 세대가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및 지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UAE가
2071년에 세계 최고의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테니얼
2071」은 「비전 2021」과 국가의제의 연장선상에서 앞선 계획의 주요 내용을
이어서 추진하고자 한다. 「센테니얼 2071」에서는 미래에 대한 대비와 과학기술
및 혁신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미래 중점 정부(Futurefocused government), 우수한 교육(Excellent education), 다각화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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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A diversified knowledge economy), 행복하고 응집력 있는 사회(A
happy and cohesive society) 등 4대 영역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다
각화된 지식경제는 UAE 경제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목
표로 국민경제 생산성 향상과 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 및 과학자 육성, 경제ㆍ산
업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2)
에미리트별로는 연방정부 계획보다 구체적인 경제정책이 수립되었다. 아부
다비 정부는 2008년 다각화된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 계획인
「아부다비 경제 비전 2030(Abu Dhabi Economic Vision 2030)」을 발표하
였다. 3단계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인 「아부다비 경제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의 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경제활동 부문 및 기업 기반 확대, 대외시장 확장, 경
쟁력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계획을 실현하고자 한다. 「아부다비 경제 비전
2030」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인 1단계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인 2단
계 기간 동안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였으며 3단계인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경제성장률 6%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계획은 에너지
(석유 및 가스), 석유화학, 금속, 항공ㆍ항공우주ㆍ국방, 제약 및 생명공학, 관
광, 의료 장비 및 서비스, 수송ㆍ무역 및 물류, 교육, 미디어, 금융 서비스, 통신
서비스 등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경제 다각화를 위한 전략 산업 부문으로
선정하고 이를 지역 및 세계 시장 중점 부문으로 분류하였다.23)
한편 두바이 정부는 2014년에 2021년까지 7년간의 발전계획인 「두바이 플
랜 2021(Dubai Plan 2021)」을 발표하였다. 「두바이 플랜 2021」은 사람(The
people), 사회(The society), 경험(The experience), 장소(The place), 경
제(The economy), 정부(The government)의 6개 영역을 중심으로 전략목
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경제 부문에서는 세계경제 중심축으로의 부상을 주요 과
22)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trategies, initiatives
and awards, Federal governments’ strategies and plans, UAE Centennial 207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4. 22).
23) The Government of Abu Dhabi(2008), pp. 10-11, pp.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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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삼았다.24)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세계 선도적 비즈
니스 중심지, 기업 친화적 도시 및 선호 투자처의 면모를 강화하고자 한다. 특
히 교역, 물류, 관광, 금융 부문에서 세계 5대 시장으로 성장하고 이슬람 경제
의 중심지로 거듭나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25)
「두바이 플랜 2021」이 이행 단계에 접어들면서 두바이 정부는 2016년 세계
적인 지식기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의 부상을 목표로 한 「두바이 산업전략
2030(Dubai Industrial Strategy 2030)」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제조업
총생산량 및 부가가치 증대, 지식 및 혁신 수준 향상,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제조업 육성 등을 추진함으로써 두바이를 세계적 생산기지 및 이슬람
제품 시장의 허브로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또한 교역, 물류, 금융 서비스,
관광과 같은 「두바이 플랜 2021」의 전략 분야와 더불어 미래 성장 전망, 수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6개 중점 산업 부문을 선정하였는데 여기에는 항공우주,
해양, 알루미늄 및 가공금속, 제약 및 의료장비, 식음료, 기계 및 장비 등이
포함되었다.26) 산업별로 항공우주, 해양 관련 산업의 제조 현지화 및 역량 향
상을 도모하고 다국적 제약기업 유치, 금속과 기계 부문 경쟁력 및 생산제품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식음료 등 일용소비재(FMCG: Fast Moving
Consumable Goods)를 통해 이슬람 경제, 할랄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자 한
다. 「두바이 산업전략 2030」을 통해 두바이는 2030년까지 총 GDP 1,600억
디르함(약 436억 달러), 산업 부문 GDP 180억 디르함(약 49억 달러), 연구 및
개발 지출 7억 디르함(약 2억 달러), 수출 160억 디르함(약 44억 달러)을 증대
하고 2만 7,000개가 넘는 전문 직종을 창출할 계획이다.27)
24)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trategies, initiatives
and awards, Local governments’ strategies and plans, Dubai Plan 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2); Dubai Plan 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4. 6).
25) Government of Dubai(2014), p. 17.
26)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trategies, initiatives
and awards, Local governments’ strategies and plans, Dubai Industrial Strategy 2030,”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2).
27) Government of Dubai(2016), pp.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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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아부다비 및 두바이 주요 경제계획 및 내용
계획

발표연도

부문
경제목표(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

∙ 3단계(2020~30년): 6%
∙ 에너지(석유 및 가스), 화학, 금속 및 광물, 항공ㆍ항공

아부다비
경제 비전

주요 내용
∙ 1단계(2008~13년) 및 2단계(2014~19년): 7%

2008

세계 시장 중점 부문

2030

우주ㆍ방산, 제약 및 생명공학, 호텔ㆍ레스토랑 및
서비스, 의료장비 및 서비스

지역 시장 중점 부문

∙ 수송ㆍ무역 및 물류, 교육, 미디어, 금융 서비스, 통신
서비스

경제 부문 주요 과제 ∙ 세계경제 중심축으로 부상
두바이
플랜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세계 선도적 비즈니스 중심지,
2014

2021

경제 부문 목표

기업 친화적 도시 및 선호 투자처, 이슬람 경제의 중
심지, 교역, 물류, 관광, 금융 부문에서 세계 5대 시
장으로 성장
∙ 제조업 총생산량 및 부가가치 증대, 지식 및 혁신 수준

주요 목표

향상, 환경친화적ㆍ에너지 효율적 제조업 육성, 세계
적 생산기지 및 이슬람 제품 시장 허브로 성장

6개 중점 산업

두바이
산업전략

2016

∙ 항공, 해양, 알루미늄 및 가공금속, 제약 및 의료장비,
식음료, 기계 및 장비
∙ 총 GDP 1,600억 디르함 증가

2030

∙ 산업 부문 GDP 180억 디르함 증가
2030년 전망치

∙ 연구 및 개발 지출 7억 디르함 증가
∙ 수출 160억 디르함 증가
∙ 2만 7,000개 넘는 전문 직종 창출

자료: The Government of Abu Dhabi(2008), pp. 10-11, pp. 113-114;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trategies, initiatives and awards, Local governments’ strategies and plans,
Dubai Plan 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2); Government of Dubai(2014), p. 17;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trategies, initiatives and awards, Local governments’
strategies and plans, Dubai Industrial Strategy 20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2); Government
of Dubai(2016), pp. 8-10.

다. 쿠웨이트
2017년 1월 쿠웨이트 정부는 쿠웨이트를 역내 물류, 금융, 문화의 중심지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인 「쿠웨이트 비전 2035-새로운 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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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wait Vision 2035-New Kuwait)」를 발표하였다. 쿠웨이트는 2010년에
도 「쿠웨이트 비전 2035」를 발표한 바 있으나, 저유가 기조의 지속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
다. 이에 쿠웨이트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으
며, 기존 계획과의 구분을 위해 ‘새로운 쿠웨이트(New Kuwait)’라는 부제를
덧붙였다.

표 2-8. 「쿠웨이트 비전 2035-새로운 쿠웨이트」의 7대 축(Pillar)
7대 축

주요 내용

국가적 위상 제고

∙ 외교, 무역, 문화, 인류애 부분에서 쿠웨이트의 지역적ㆍ국제적 위상 고취

창의적인 인적자원 개발

∙ 청년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 개혁

보건의료 품질 향상

∙ 보건의료 시스템의 품질 개선 및 이를 위한 국가역량 개발

경제구조 다각화

∙ 석유 수입 의존도 감축을 위한 경제구조 다각화 추진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 ∙ 환경친화적 자원을 활용한 거주 환경 조성
효율적인 공공행정 구축

∙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행정 및 관료관행 개혁

사회기반시설 개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현대화

자료: UN(2019), p. 18.

「쿠웨이트 비전 2035」는 부문별 세부 프로젝트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7대 축
(Pillar)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표 2-8 참고). 이 중 경제정책과 가장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축은 경제구조 다각화와 사회기반시설 개발로 볼 수 있다. 먼저 ‘경제
구조 다각화’는 신산업 개발뿐 아니라 경영환경 개선, 민영화 등을 통해 자국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표 2-9 참고). 신산업 개발
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술래이베헷(Sulaibekhat) 만 개발, 알자흐라(Al-Jahra)
연안지역 개발, 알주르(Al-Zour) 정유공장 설립 등 주로 관광과 석유화학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관광 부문에 총 4개의 프로젝트가
할당되어 있으며, 프로젝트의 진척 속도도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경향을 보이는 등 관광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영환경 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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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및 식품산업 중심의 공업단지 설립, 자유무역지대 개발 및 확장, 노동
도시(Labor City) 조성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다.28)

표 2-9. 경제구조 다각화 부문 주요 프로젝트
부문

경영환경 개선

민영화

지식경제

에너지 개발

생산기지 다각화

관광 개발

세무행정 현대화

프로젝트 명

완공 연도

진행률(%)

셰다디야(Shedadiyah) 공업단지 설립

2020

57

자유무역지대 개발ㆍ확장

2020

18

남자하라(South Jaharah) 노동도시 조성

2021

66

모바일 식품안전검사 개발 관련 연구소 설립

2021

14

국가연구단지 설립

2024

2

국가경쟁전략 수립 프로젝트

2024

2

수전력부 일부 기능 민영화

2020

0

알슈와이바(Al-Shuaiba) 북역 민영화

2021

51

소방국 일부 기능 민영화

2021

22

사막식물 관련 특수목적 시설 설립

2020

98

민간 연구개발 지원

2021

93

사막개발, 도시개발 관련 연구시설 설립

2021

83

종합 농업시스템 구축

2021

82

전문 해양관리 연구시설 설립

2023

19

첨단기술을 활용한 식량안보 강화

2024

15

알주르(Al-Zour) 정유공장 설립

2020

94

바이오 연료 활성화

2020

99

알주르(Al-Zour) 정유공장 확장

2025

9

해산물 생산단지 설립

2025

4

술래이베헷(Sulaibekhat) 만 개발

2020

90

아가일라(Agaila)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센터 설립

2020

67

알자흐라(Al-Jahra) 연안지역 개발

2020

37

벨라잣(Bellajat) 해안도로 개발

2024

0

세무행정 시스템 개선

2021

70

자료: NewKuwai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5).

28) 노동도시는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현대식 주거 인프라를 설치한 지역을 가리킨다. Kuwait Authority
for partnership projects, “Projects, South Al-Jahra Labor Ci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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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개발’은 국가 시설의 개발 및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크게 교통시스템, ICT, 에너지 및 수자원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표 2-10 참고).
전체 계획의 목표 중 하나가 물류 중심지로의 전환인 만큼 ‘사회기반시설 개발’
내 총 25개의 프로젝트 중 17개가 교통시스템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교통시스템
프로젝트는 육상ㆍ해상ㆍ항공 등 모든 부문을 포함하는데, 이 중 육상 인프라는
북부 지역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항공 관련 프로젝트 중 쿠웨이트 공항터미
널 확장 공사는 약 5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쿠웨이트 공항을 지역 내 항공
허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쿠웨이트 공항터
미널4에 대한 위탁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등 한국의 공항 운영 능력이 현지에
서 인정받고 있어 향후 동 부문에서 국내 기업의 진출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표 2-10. 사회기반시설 개발 부문 주요 프로젝트
부문

프로젝트 명
셰이크 자베르 알 아흐메드(Sheikh Jaber Al-Ahmed) 둑길 건설

2019

100

화물도시(Cargo City) 내 정부시설 입주 설계29)

2022

30

2022

1

육상 쿠웨이트 철도건설공사 1단계

교통
시스템 해상

항공

완공 연도 진행률(%)

북부 지역 도로개발공사 2단계

2024

25

제4순환도로 개발

2026

10

무바라크 알카베르(Mubarak Al-Kabeer) 항구시설 개선

2021

53

슈와이바(Suaiba) 항구 개발

2021

9

해상교통시스템 관련 시설 통합

2022

18

슈웨이크(Shuwaikh) 항구 개발

2022

5

항구 통합ㆍ연결 시스템 구축

2023

8

서슈와이바(West Shuaiba) 세관 건설

2023

1

도하(Doha) 항구 개발

2023

1

항만창고 개발

2024

0

쿠웨이트 공항 동편 활주로 개발

2022

42

쿠웨이트 공항 서편 활주로 개발

2023

1

항공화물 도시 내 정부시설 설립

2023

1

쿠웨이트 공항터미널 확장

202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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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계속
부문

ICT

프로젝트 명

완공 연도 진행률(%)

FTTH 메가 옵티컬 네트워크 구축 2단계 프로젝트1

2019

100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

2021

35

디지털 방송물 보관

2025

27

FTTH 메가 옵티컬 네트워크 구축 2단계 프로젝트2

2027

9

알사비야(Al-Sabiya) 가스터빈 유지 보수

2020

90

에너지 및

알주르(Al-Zour) 남부 가스터빈 유지 보수

2020

86

수자원

알샤비아(Al-Sabiya) 전력저장소 용량 확장

2021

89

도하(Doha)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공사 1단계

2023

90

자료: NewKuwai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5).

이 밖에 주목할 만한 부문을 살펴보면, 우선 ‘보건의료 품질 향상’은 대규모
병원 건설 및 자국 보건의료 시스템 선진화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포
함하고 있다. 이는 쿠웨이트 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뿐 아니라 자동 의료정보 시
스템 등 정보기술 기반의 의료 서비스 수요가 향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쿠웨이트는 이미 11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흐라(Zahra)
보건의료 도시를 건설하는 등 역내에서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다. 더욱이 2010년에 발표된 기존 「쿠웨이트 비전 2030」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내용이 세부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금번 계획에는 7대
축 중 하나로 구성되는 등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공공행
정 구축’은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 및 관료 관행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자정부 및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장애인 공공기관 포털
생성 등의 선진 IT 기술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창의적인
인적자원 개발’은 청소년이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자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로 청소년 지원과 교육 시

29) 화물도시는 물류 관련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현재 군수물자 보관 및 이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Everstine(2019. 5. 2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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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개선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쿠웨이트 비전 2035」와 같은 장기 비전 외에도 5년 단위
의 중기계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추진된 중기계획인 「5개년
개발계획 2015/16–2019/20」은 「쿠웨이트 비전 2035」의 5년 단위 계획과 연
계하여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민간 부문 주도의 경제발전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투자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활성화를 계획의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민
관투자사업법」을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민자사업청(Kuwait Authority for Partnership Projects)과 같은 감독기구
를 창설하였다. 아울러 저조한 경제성장 및 내각 개편과 같은 정치적 불안 요소
로 인해 「5개년 개발계획 2010/11-2014/15」에서 실행되지 못했던 다수의
프로젝트를 재추진하였다.30)
쿠웨이트 정부가 경제 다각화를 위한 장기계획을 추진하면서 자국 전체 건
설사업 중 정유 및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의 건설사업 비중이 증가하였다(그림
2-5 참고).31) 저유가 기조가 시작된 2014년 이전과 이후의 쿠웨이트 내 산업
별 건설사업 비중을 비교해보면 인프라(12.1 → 15.9%), 정유 및 석유화학(5.9
→ 6.9%), 항만(2.3 → 5.7%) 부문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를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쿠웨이
트의 중점 육성산업 중 하나인 보건의료 부문의 건설사업 비중은 5.0%에서
2.7%로 감소하였다. 아울러 계획상으로는 비중이 감소해야 할 석유ㆍ가스 상
류 부문은 7.0%에서 11.3%로 오히려 4.3%p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사우
디아라비아 전체 건설사업 중 석유ㆍ가스 상류 부문 건설사업 비중이 9.9%에
서 9.7%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30) 쿠웨이트 「5개년 개발계획 2015-2019」는 기존 421건의 미실행 프로젝트와 92건의 새로운 프로젝트
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1) Meed Projects, “Project Award Analysi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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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2014년 전후 쿠웨이트 내 산업별 건설사업 비중 차이
(단위: %)
30.0

25.0

20.0

15.0

10.0

5.0

0.0
인프라

송·배전

석유·가스
상류

공공시설

주거

정유 및
석유화학

2004 ~ 14년

항만

보건의료

상업

발전

교육

공업

2015 ~ 19년

자료: Meed Projects, “Project Award Analysi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3).

라. 카타르
카타르 정부는 2008년 인력개발 및 경제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카타르
국가비전 2030(Qatar National Vision, QNV 2030, 이하 국가비전 2030)」
을 발표한 바 있다.32) 이 중 인력개발 부문에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 커리큘럼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과학기술 발전
을 위해 주요국 정부, 민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
다.33) 경제개발 부문에는 해외 자금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환경을 개선
하고 개방경제를 추구하며, 서비스 부문을 육성하여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34) 하지만 해당 비전에 구체적인 목표나 이
행전략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카타르 정부는 중기 국가개발전략을 발표하여 「국가비전 2030」의 목표를
32) General Secretariat For Development Planning(2008), p. 11.
33) Ibid., p. 16.
34) Ibid., pp. 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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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중기계획은 2011년에
발표한 「카타르 국가개발전략 2011-2016(Qata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1-2016)」이다. 해당 전략은 서비스 부문을 비롯한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산업다각화, 다양한 인프라 투자, 인적자본 개발 등을 추진하
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35) 「국가비전 2030」의 두 번째 중기계획은 「카타르
국가개발전략 2018-2022(Qatar Secon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8-2022)」이다(표 2-11 참고). 이 계획의 경제개발 부문은 산업다각화 및
민간 부문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기존 계획과 목표 및 방향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카타르의 최대 수출품인
천연가스 가격도 하락하자 카타르 정부는 해당 전략에서 프로젝트 추진 및 예
산 투입 시 모니터링 강화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였다.36) 정부의 자금을 통한
개발이 이전보다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민간 부문 주도의 성장을 더
욱 확고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1차 국가개발전략이 진행되었
던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비석유 부문 수출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
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정책 강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37) 카타르 정부는 이와 같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조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도 이전보다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한다.38)

35)
36)
37)
38)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2018), pp. 10-11.
Ibid., pp. 10-11.
Ibid., pp. 93-95.
Ibid., p. 100.

제2장 저유가 시기 GCC 경제의 특성과 중장기 경제계획 • 51

표 2-11. 「카타르 국가개발전략 2018-2022」의 경제 및 인력 개발 부문 주요 목표와 정부정책
부문

주요 목표
경제 인프라 개선

정부정책
∙ 최신의 스마트 기술을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고품질의 인프라 구축
∙ 비석유 부문 GDP 기여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

경제

경제 다각화 및

∙ 중점 개발 부문의 생산성 증대

민간 부문 개발

∙ 민간 부문의 GDP 기여 증대
∙ 자국민의 기업가 정신 고취

개발

∙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에너지원 확보
천연자원 관리

∙ 자급자족 및 식량안보를 위한 생산시스템 구축
∙ 천연가스 및 석유기업의 고급기술 및 운영능력 획득
∙ 연령별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포괄적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 정신건강 및 복지 서비스 제공
∙ 장애인ㆍ만성질환자 건강 개선

인력
개발

∙ 노동자 건강 보장

교육훈련의 질적
제고
노동시장 효율화

∙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 카타르 고유의 가치 및 유산에 대한 자긍심 증대
∙ 교직원 성과 향상
∙ 인적자본 개발 투자를 장려하는 노동시장 구축
∙ 생산성이 높은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비중 확대

자료: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2018), pp. 69-20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마. 오만
2018년 6월 오만 정부는 2040년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오만 비전
2040(Oman Vision 2040)」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창의적 사회, 경쟁력 있
는 경제,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책임 있는 정부 등 4대 축과 그 아래 12개 우선
과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표 2-12 참고). 이 중 경쟁력 있는 경제 부문은 안
정적인 리더십 유지를 통한 거시경제 관리, 지속가능한 재정구조와 다각화된
경제 구축, 자국민 고용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및 관련 정책 집행, 경영환경 개
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 주요 도시 육성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실현 등 총 5개 우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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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오만 비전 2040」의 주요 내용
4대 축

주요 내용
∙ 교육시스템 개선 및 기초과학 연구 활성화

창의적 사회

∙ 보건의료 부문 첨단기술 개발 및 인재 육성
∙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을 위한 지속적 투자
∙ 복지 및 사회적 보호 강화
∙ 안정적인 리더십 유지를 통한 거시경제 관리
∙ 지속가능한 재정구조와 다각화된 경제 구축

경쟁력 있는 경제

∙ 자국민 고용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및 관련 정책 집행
∙ 경영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
∙ 주요 도시 육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실현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 및 천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책임 있는 정부

∙ 유연하고 독립적인 입법 및 사법시스템,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 생산성과 효율성을 갖춘 거버넌스 구축

자료: The Government of Oman(2019), p. 17.

동 계획은 각 축의 목표 달성 여부 확인을 위한 지표와 동 지표에 대한 세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표 2-13 참고). 경쟁력 있는 경제 부문에서 주목할 만
한 몇 가지 지표를 살펴보면, 우선 오만 정부는 동 계획의 실행을 통해 세계경
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매년 발간하는 국가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2040년까지 상위 20대 국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구조 다각화와 자국민 고용 증진을 도모하여 2040년
오만의 GDP 대비 비석유 부문 비중과 민간 부문 자국민 노동인력 비중을 현재
각각 61.0%, 11.6%에서 2040년 91.6%, 40.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
영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도
2040년까지 10.0%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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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경쟁력 있는 경제 부문 주요 목표치

부문

거시경제
관리

지표

다각화

고용 증진

3.5%

5.0%

5.0%

1.6%

2.0~3.0%

2.0~3.0%

GDP 대비 재정수지

-11.7%

-3% 이상

-3% 이상

점수: 64.4

71점 이상/

76.6점 이상/

순위: 47/140

상위 30대 국가

상위 20대 국가

GDP 대비 비석유 부문 비중

61.0%

83.9%

91.6%

GDP 대비 경상수지

-14.8%

-7.0%

-1.5%

GDP 대비 재정지출

45.1%

34.0%

25.0%

점수: -0.004

1.186점 이상/

1.577점 이상/

순위: 62/126

상위 20대 국가

상위 10대 국가

숙련노동자 비율

57.9%

81.0%

83.0%

노동생산성 증가율

-1.2%

1.0~2.0%

2.0~3.0%

민간 부문 노동인력 중 자국민 비중

11.6%

35.0%

40.0%

22.8%

25.0%

-

7.0%

10.0%

GDP 대비 민간투자 비중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

2040년

실질GDP성장률

경제복합성지수

자국민

203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국가경쟁력지수

경제구조

수치
현재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경영환경평가

비중: 4.12%
순위: 68/231
점수: 67.2

79.58점 이상/

81.55점 이상/

순위: 78/190

상위 20대 국가

상위 10대 국가

자료: The Government of Oman(2019), pp. 29-37.

「오만 비전 2040」의 경우 다른 GCC 회원국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비해 구
체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목표와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지표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 정보는 뚜렷
이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오만의 경제정책 파악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된 중기계획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중기계획인 ‘오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16-2020’은
민관투자사업 활성화와 5대 역점 산업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저유가 기조의 지속으로 자국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민간 재원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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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오만 내 민관투자사업 촉진에 대한 필요성
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오만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16-2020
을 통해 「민관투자사업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투자법」을 개정하여 민간 투자
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5대 역점 산업은 제조업, 물류, 관광, 어업,
광업으로 고용창출 가능성, 국제경쟁력, 지속성장성, 전후방 연쇄효과 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오만 정부는 이를 위해 남알바티나(Al Batinah) 물
류 단지 조성, 술탄 카부스(Sultan Qaboos) 관광항 개조, 마디낫 알 이프란
(Madinat Al Ifran) 도시 건설 등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밖에도
자국민 고용 증진, 중소기업 육성 등에 대한 노력들이 동 계획을 통해 추진되었다.
경제 다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면서 오만 내 전체 건설사업 중 정
유 및 석유화학, 발전, 숙박, 담수화, 보건의료 부문의 건설사업 비중이 증가하
였다(그림 2-6 참고). 특히 정유 및 석유화학(1.0 → 12.5%)과 발전(0.4 →
10.6%) 부문은 이전과 비교해 10.0%p 이상 증가하는 등 중요성이 크게 강조
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2-6. 2014년 전후 오만 내 산업별 건설사업 비중 차이
(단위: %)
25.0

20.0

15.0

10.0

5.0

0.0
공업

정유 및
석유화학

발전

송·배전 석유·가스
상류

인프라

2004 ~ 14년

숙박

주거

담수화

보건의료 공공시설

상업

2015 ~ 19년

자료: Meed Projects, “Project Award Analysi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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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바레인
바레인은 2008년 10월 장기 국가개발계획인 「경제비전 2030」을 발표하였
다. 「경제비전 2030」은 경제, 정부, 사회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
제 부문에서는 3개의 목표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경제
부문의 첫 번째 목표는 다른 산유국과 마찬가지로 생산성과 기술력 향상 및 고
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자국민이 일할 수 있는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레인 정부는 공기업의 지배구조 및 경영 효율성 개선,
민간 부문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혁신을 위한 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동법」 개정을 통한 자국민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목표는 높은 잠재력을 가진 분야에 집중하여 경
제를 다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레인 정부는 관광, 서비스, 제조업,
물류 등 비석유 부문 육성을 강화할 것이며, 수출 지향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하
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장기적인 관점에
서 자국 경제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바레인 정부는 해당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혁신에 우호적인 사업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금융 및 벤
처 캐피털에 대한 접근성 제고, 글로벌 지식기반 산업에 합류하는 데 도움이 되
는 플랫폼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표 2-14 참고).

표 2-14. 바레인 「경제비전 2030」의 부문별 주요 목표
부문

주요 목표
∙ 생산성과 기술향상을 통한 성장 촉진

경제

∙ 높은 잠재력이 있는 산업 부문에 중점 둔 경제 다각화 추진
∙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기회 포착을 통한 경제 변화
∙ 양질의 정책 개발 추진
∙ 생산적이고 고품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

정부

∙ 예측할 수 있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시행되는 규제 시스템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 석유를 통한 재정수입 의존도를 줄여 지속가능한 재정수지 달성
∙ 세계적인 수준의 공공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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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계속
부문

주요 목표
∙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및 의료 서비스 제공

사화

∙ 세계 일류 교육 시스템 구축
∙ 안전한 환경 구축
∙ 자국민 및 거주민에게 지속가능하고 매력적인 생활환경 제공

자료: The Government Forum(2008), pp. 13~2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바레인 정부는 「경제비전 2030」의 4개년 중기계획인 ‘정부행동계획 20152018’도 추가로 발표하였다(표 2-15 참고). 바레인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경
제와 금융,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 서비스, 사회기반시설, 환경과 도시개발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바레인 국회는 2019년 1월에 만성
적인 저유가 시기의 도래에 따라 기존 계획보다 민간 부문 활성화, 투자환경 개
선, 정부지출 축소 등에 중점을 둔 ‘정부행동계획 2019-2022’를 승인하였
다.39) 해당 행동계획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정부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
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여 경제성장을 견
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바레인 정부가 발표한 비전과 행동계획에는 구
체적인 세부 이행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표 2-15. 바레인 정부행동계획 2015-2018의 부문별 주요 목표
부문
경제와 금융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 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주요 목표
∙ 경제 다각화 강화, 안정적인 금융ㆍ통화 체계 구축
∙ 효율적인 자원 배분
∙ 바레인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수준 보장, 바레인의 발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 교육, 의료, 주택, 사회복지, 노동시장 규제 등의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 지속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인프라 제공

환경과 도시개발 ∙ 전략 자원과 관련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추진하여 건강한 환경 유지
자료: Office of the First Deputy Prime Minister, “Government Pla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1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39) “Bahrain Approves 2019-22 Govt. Action Plan”(2019. 1. 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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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GCC 국가들은 2014년 하반기 이후 저유가 기조의 장기화라는 도전에 직면
하면서 새로운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산업 다각화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계획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GCC
국가들은 단순 제조업보다는 첨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각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GCC 회원국의 중장기 계획에 나온 중점
육성 산업에는 의료장비, 항공우주 등과 같은 첨단기술 기반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다(표 2-16 참고). 이는 기존의 자본 및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하여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지식기반 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
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도 발표
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및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늘려나가고 있다.
둘째, 실질적인 노동수요를 창출하고 노동력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강화
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초반 ‘아랍의 봄’ 이후 GCC 지역에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자국민 고용이 현안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GCC 국가들은 중장
기 경제개발계획에 인적자원 개발을 포함하고 직업훈련제도 개선 및 직무능력
제고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GCC 국가들 중 인구
규모가 가장 크고 청년실업률도 높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
해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13개의 비전 실현 프로그램에 ‘인적자본 개발 프
로그램’도 포함하여 자국민의 직무역량을 개선하고자 한다.
셋째, 첨단기술 획득 및 현지 생산 확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실질적
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GCC 국가들은 그동안 제조업 발전이 지연되면
서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제조업 경쟁력은 더욱 낮아지고 민
간 부문의 고용을 늘리는 데에도 많은 한계점이 드러났다. 더욱이 자국의 기술
혁신 역량이 부족하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외국 자본과 선진기술의 도입
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GCC 국가들은 경제개발계획에 외국인 투자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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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목표로 선정하고 관련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외국
인 투자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줄이고 현지 투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제5장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
타르 등은 자국민 고용 및 현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입찰기업을 평가하
는 과정에서 자국민 고용 및 현지 생산 정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현지
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표 2-16. GCC 국가별 중장기 경제계획의 주요 내용

국가

비전
(발표 연도)

경제 부문 중심 목표
∙ 고용창출

사우디
아라비아

특성
∙ 자국민 고용 확대 관련

사우디 비전 ∙ 현지 생산 비중 확대

프로그램 및 현지화

2030

∙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2016)

∙ 민간 부문 비중 및 비석유 ∙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부문 수출의 GDP 비중 확대

정책 강화

(2010)

∙ 자국민의 민간 부문 노동참여 ∙ 혁신 및 R&D 촉진
∙ 사회계층의 통합 강조

확대
∙ 일류 교육체계 구축

센테니얼
2071
(2017)

UAE

∙ 미래 중점 정부
∙ 우수한 교육
∙ 다각화된 지식경제
∙ 행복하고 응집력 있는 사회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 다각화된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

2021

∙ 세계경제 중심축으로 부상

두바이
2030
(2016)

∙ 과학 투자 및 과학자
육성 강조

∙ 세계적인 지식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부상

엔터테인먼트

환경, 보건, 교육,
친환경ㆍ고부가
가치 산업

첨단기술,
우주과학,
공학, 보건

∙ 여성 참여 확대
∙ 전략산업 부문에서
지역 및 세계 시장

업 친화적 도시 면모
강화

(2014)
산업전략

비전 구축

∙ 비즈니스 중심지, 기

두바이 플랜

재생에너지, 조선,

∙ 미래에 대비한 장기

중점 부문 분류

(2008)

관광, 방산,

산업 육성 및 투자 확대

∙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비전 2021

중점 육성 산업

∙ 세계적 생산기지 및
이슬람 경제의 중심
지 추구

에너지, 석유화학,
금속, 항공우주,
생명공학, 통신
서비스
교역, 물류, 관광,
금융
항공우주, 해양,
금속, 제약 및
의료장비, 식음료,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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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계속

국가

비전
(발표 연도)

경제 부문 중심 목표

국가비전
2030

링 강화
∙ 인력개발 및 경제개발

쿠웨이트

비전 2035
(2017)

오만

바레인

∙ 신산업 육성

∙ 사회기반시설 개발

∙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 보건의료 품질 향상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 인적자본 개발
∙ 경제구조 다각화

2040

∙ 자국민 고용 증진

(2018)

∙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

경제비전
2030
(2008)

첨단제조업,
에너지, 금융,
물류, ICT

∙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 경제구조 다각화

오만 비전

바레인

∙ 민간 부문 주도의 성
장 추진

(2008)
쿠웨이트

중점 육성 산업

∙ 예산 투입 시 모니터

카타르
카타르

특성

기반 마련

물류, 석유화학,
관광, 보건의료,
ICT

∙ 경영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
∙ 교육 및 보건의료

제조업, 물류,
관광, 어업, 광업

시스템 개선
∙ 생산성과 기술향상을

∙ 산업 다각화
∙ 정부 혁신
∙ 사회 인프라 개선

통한 성장 촉진
∙ 높은 잠재력이 있는
산업 부문에 중점을
둔 경제 다각화

자료: 제2장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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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광,
서비스, 제조업,
물류

제3장
산업정책: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1. 기술혁신 역량 강화
2. 디지털 전환 및 관련 신산업 육성
3. 스타트업 지원 강화
4. 기술혁신 협력사례 및 시사점

1. 기술혁신 역량 강화
가. 국가별 혁신지수 비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개인의 생활방식, 정부의 정책을 비롯해 기업의
경영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디지털적, 생
물학적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의 융합이 특징으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로봇공학, 자율주행차량,
3D 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료과학, 에너지 저장,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 등이 핵심 기술로 꼽힌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연결에 제한이 없
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그 활용 가능성이 무한할 것으로 전망된
다.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일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의 근본
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인간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단순히 기술 주도적 변화를 넘어서 포용적이고 인간 중심적 미래를 위
한 융합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40)
이처럼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은 GCC 내 산업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석유 부문 의존도가 높은 대
부분의 GCC 국가에서는 산업 다각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추
진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GCC 국가의 혁신 수준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별 혁신성과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인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2020 결과에 따르면, GCC 국가의 순위는 131개국 중 34위를 기록한
UAE를 제외하고 모두 60~80위권에 머물러 있다.41) 글로벌혁신지수는 크게
40) World Economic Forum, “Global Agend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2).
41) 이 절에서는 혁신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글로벌혁신지수를 살펴보았다. 2007년 고안된 글로벌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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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투입지수(Innovation Input Sub-index)와 혁신산출지수(Innovation
Output Sub-index)로 분류되는데 혁신투입지수는 혁신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요소로, 제도(Institutions),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Human Capital &
Research), 인프라(Infrastructure), 시장 고도화(Market Sophistication),
사업 고도화(Business Sophistication) 등 5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혁신
산출지수는 혁신활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지식 및 기술 산출(Knowledge
& Technology Outputs), 창의적 산출(Creative Outputs) 2개 영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42)

그림 3-1. 글로벌혁신지수 구성

자료: Global Innovation Index, “About, Histor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4).

신지수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2020년 기준 평가대상국은 131개로 세계 인구의 93.5%, 세계
GDP(PPP 기준)의 97.4%를 포함)의 혁신성과에 대한 세부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엔(UN)에서 혁
신을 측정하는 척도로 간주된다. 글로벌혁신지수는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 인시아드
(INSEAD),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공동으로 매년 발표하고 있다. Global Innovation Index,
“About, History”; Global Innovation Index, Analysis, “View Rankings by Indicator”(모든 온
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4).
42) Global Innovation Index, “About, Histor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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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20년까지 GCC 국가의 글로벌혁신지수 순위를 살펴보면
UAE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순위가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2020년에 66위로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2016년
부터 2019년까지 19단계 하락한 이후 순위가 크게 향상되지 못하였다. 경제발
전 수준 대비 혁신성과도 기대 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와 글
로벌혁신지수 점수에 따라 각국의 혁신성과는 경제발전 수준 대비 기대 이상,
기대 수준과 일치, 기대 이하로 분류되는데 GCC 6개국 모두 기대 이하로 평가
되었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봤을 때 고소득(high income) 국가가 글로벌혁신
지수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고소득 국가군에 속하는
GCC 국가 모두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43)
혁신 투입 대비 산출 평가에서도 GCC 국가들은 투자 수준에 비해 성과가 적
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 GCC 국가의 혁신투입지수 순위는 혁신산출지
수 순위보다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에 대한 투자 대비 산출 결과
가 더 적은 것으로, 투입이 효율적으로 성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GCC 국가 중 글로벌혁신지수 순위가 가장 높은 UAE도 혁신산출지수 순
위가 혁신투입지수 순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준 UAE의 혁신
투입지수 순위는 22위를 기록한 반면 혁신산출지수는 55위를 기록하며 투입
대비 산출의 성과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산출 중에서도 지식 및
기술산출 영역은 78위로 약점으로 꼽혔다. 지식 및 기술산출은 세부적으로 지
식 창출, 지식 영향, 지식 확산 3개 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내국인 특허출원,
과학기술 논문 게재 등을 평가하는 지식창출의 순위는 104위로 특히 낮게 나
타났다.44)
43) 세계은행 소득 수준별 국가분류(2019년 7월 기준)에 따른 고소득(high income) 국가는 1인당 국민총
소득(GNI)이 1만 2,375달러를 초과하는 국가이다. World Bank Blgs, “New country classifications
by income level: 2019-2020”; Global Innovation Index, “Analysis, In-Depth Economy
Profiles”(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5).
44) Global Innovation Index, “Analysis, In-Depth Economy Profil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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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별 약점요인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제도 영역 순위가 102위로 낮게 나타났는데 하위 항목인 사업환경(129위), 규제
환경(86위), 정치환경(70위)이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 카타르는 시장 고도
화가 94위로 약점으로 나타났다. 시장 고도화 중 투자 부문 순위가 122위에 그
쳤는데 소수 투자자 보호 용이성과 관련한 점수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타르는 교육 부문 순위가 106위로 다른 부문에 비해 약점으로 꼽혔다.
이외에 오만은 지식 및 기술 산출 영역(124위), 투자(118위) 부문에서, 바레인
은 지식 습득(125위), 지식 창출(123위)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해당 부문
에서 개선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45)

그림 3-2. GCC 국가별 글로벌혁신지수 순위
<사우디아라비아>
2016
1
11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2017

2018

<UAE>
2019

49
55

66
61

글로벌혁신지수

혁신투입지수

2016

2020

68

1
11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41

1
11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50

2017

49

2018

2020

51

70

혁신투입지수

2018

2019

2020

38

36

34

혁신투입지수

혁신산출지수

<쿠웨이트>
2019

65

글로벌혁신지수

35

글로벌혁신지수

혁신산출지수

<카타르>
2016

2017

혁신산출지수

2016
1
11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2017

56
67

2018

2019

2020

60
60
78

글로벌혁신지수

혁신투입지수

혁신산출지수

4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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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계속
<오만>
2016
1
11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73

2017

77

<바레인>

2018

2019

69
80
84

글로벌혁신지수

혁신투입지수

2016

2020
1
11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2017

2018

2019

2020

57

혁신산출지수

66

78

79

72

글로벌혁신지수

혁신투입지수

혁신산출지수

주: 연도별 평가대상국은 2016년 128개국, 2017년 127개국, 2018년 126개국, 2019년 129개국, 2020년 131개국임.
자료: Global Innovation Index, “Analysis, In-Depth Economy Profil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5).

나. 사우디아라비아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는 GCC 국가들은 기술혁신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5년
까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혁신(STI: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구현을 주요 목표로 관련
장기 비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왕립과학기술원(KACST: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은 과학기술혁신 발전을 위한 전략과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주요 기관으로, 1985년 KACST가 연구개발 및 혁신 관련 국가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는 칙령이 발표되었다. 이후 KACST는 국가과학기술혁신
계획(NSTIP: 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lan), 국가
산업개발 및 물류 프로그램(NIDLP: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Logistics Program)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
다. KACST는 산업발전 촉진을 위한 혁신과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 및 혁
신 네트워크인 마인(Maeen)을 통해 기술 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
장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에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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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기술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46)
2002년 수립된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NSTIP)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과
전략계획을 구체화하고 과학기술혁신 생태계를 향상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발
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NSTIP는 지식기반 경제 구축을 목표로 인적자원 역량
개발,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ㆍ혁신활동 지원, 혁신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 기
술이전 및 현지화, 혁신 촉진을 위한 법 및 제도적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
하였으며 여기에는 공공 및 민간 부문 공동으로 수행되는 다수 프로젝트가 포
함되었다.47)
KACST는 이후 「사우디 비전 2030」과 해당 계획의 2020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한 국가변혁 프로그램인 NTP(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국가산업개발 및 물류 프로그램(NIDLP) 등과 연계하여 산업기술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ACST는 인더스트리 4.0 혁신센터(Innovation
Center for Industry 4.0)를 설립하고 NTP하에서 3개 이니셔티브를 수립하
였다. 첫 번째 이니셔티브는 시제품 개발 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두 번째는
산업공학 플랫폼 개발에, 세 번째는 앞의 두 단계에서 개발된 인프라와 엔지니
어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제조능력 향상을 지향하였다. 센터를 통해
제품 수명주기 관리(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디지털 제조
(Digital Manufacturing)에 관한 교육과정을 비롯해 다양한 자문 서비스가
중소기업에 제공되었다.48)
2019년 1월 발표된 NIDLP는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과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NIDLP는 사우디아라비아를 4차 산업혁명의 강국이자 글로벌 물류 허브
46)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and KACST(2012), p. 3; KACST, “About, Who we a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6).
47)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and KACST(2012), p. 3; WIPO, “About IP, WIPO
Magazine,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in Saudi Arab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6).
48) KACST, “Labs and Development, Innovation Center for Industry 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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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모시키는 한편 자국민 일자리 창출, 무역수지 개선, 현지 조달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NIDLP는 산업, 광업, 에너지, 물류를 4개 중점 부문으로 선
정하고 향후 10년간 총 4,5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며 이 중 4,270
억 달러는 민간 투자를 통해 유치하고자 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자동차, 제약,
의약품 등 경쟁력 있는 유망 산업 개발, 군수산업 국산화, 석유 및 가스 산업 확
장, 식품업 및 양식업 개발, 현지 조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NIDLP는 목
표 달성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기술혁신 지원과 4차 산업혁명의 확산을 제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중점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한다.49)

표 3-1.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기술혁신계획 및 프로그램
계획 및 프로그램 발표연도

목표

주요 내용

∙ 과학기술혁신 비전과 전략 ∙ 인적자원 역량 개발
국가과학기술
혁신계획

계획의 구체화
2002

위한 지속적인 개발 보장

(NSTIP)

∙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 및 혁신활동 지원

∙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향상을 ∙ 혁신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
∙ 지식기반 경제 구축

∙ 기술이전 및 현지화
∙ 혁신 촉진을 위한 법 및 제도적 개선
∙ 4개 중점 부문(산업, 광업, 에너지,

∙ 4차 산업혁명 강국이자 글
국가산업개발
및 물류 프로그램
(NIDLP)

로벌 물류 허브로 변모
2019

물류) 선정
∙ 2019년부터 10년간 4,270억 달러

∙ 자국민 일자리 창출, 무역

민간 투자 등 총 4,500억 달러 투자

수지 개선, 현지 조달 확대
등 목표

유치 계획
∙ 기술혁신 지원 및 4차 산업혁명 확산
제시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and KACST(2012), p. 3; WIPO, “About IP, WIPO Magazine,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in Saudi Arabia”; Saudi Vision 2030, “Programs,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 Logistics Program, Download NIDLP Book”; “Saudi industrial plan aims to drive $450bn in investments”
(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6).

49) Saudi Vision 2030, “Programs,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 Logistics Program,
Download NIDLP Book”; “Saudi industrial plan aims to drive $450bn in investments”(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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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AE
UAE는 경제성장 및 경쟁력 강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요소로 혁
신 및 창조성을 강조해왔다.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UAE는 연방 및 지방정
부가 장기 경제정책을 계획하는 한편 이를 위한 부문별 세부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UAE 정부는 에너지, 우주, 기후변화, 식량안보, 교육 등 다양
한 부문별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에서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 지
식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14년에는 「UAE 비전 2021」을 실
현하고 2021년까지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혁신전략(National Innovation Strategy)을 발표하였다. 국가혁신전략
은 혁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개인, 기업, 기관 및 정부에 혁신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교통, 교육, 보건,
기술, 수자원, 우주 등 7개 부문을 혁신 중점 부문으로 선정하였다.50) 또한 국
가혁신전략의 실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로 국가혁신위원회((NIC: National
Innovation Committee)를 설립하였다. 국가혁신위원회는 전략 이행 상황의
감독뿐 아니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및 지식교환 강화, 혁신계획 관련
지수 조사, 민간 부문과의 교류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51)
UAE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며 관련 기관 구축을 이어갔다. 2016년에는
기존의 내각부를 내각미래부(Ministry of Cabinet Affairs and Future)로 변경
하며 혁신적 솔루션 개발 등을 통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내각미래부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을 추진하고,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및 과학 연구의 비중을 높이고자

50)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trategies, initiatives and
awards, Federal governments’ strategies and plans, National Innovation Strateg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4).
51) “Sheikh Mohammed Launches National Innovation Committee In UAE”(2014. 11.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4).

제3장 산업정책: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 69

한다.52) 내각미래부 내 UAE 과학자위원회(Emirates Scientists Council)는
혁신 및 과학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53)
또한 내각미래부는 2017년 수립된 UAE 4차 산업혁명 전략(UA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UAE
는 이 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혁신 및 미래
기술을 진전시켜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UAE 4차 산업혁
명 전략은 혁신교육, 인공지능, 유전체 의학, 로봇 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해 다
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생명공학, 로봇공학,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등의 첨단기술을 산업에 활용하고 미래 안보를 강화하고자 한다.54)
이후 2018년에 UAE는 국가혁신전략을 발전시킨 국가선진혁신전략(National
Strategy for Advanced Innovation)을 수립하였다. 기존의 국가혁신전략이
재생에너지, 교통, 교육, 보건, 기술, 수자원, 우주 등 7개 중점 부문을 강조했
다면 이번 전략은 중점 부문에서 성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롭게
발표된 전략은 UAE가 세계 최고 혁신 선도국 중 하나가 되는 목표를 유지하는
한편, 장기 국가개발계획인 「센테니얼 2071」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실험을 장려
하고 면밀히 검토된 위험을 감수하는 사고방식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을 통해 UAE는 혁신, 소통, 학습을 위한 국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
에 기여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모델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혁신 분야에서 전
문화된 선도적 국제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55)
52) Ministry of Cabinet Affairs and The Future, “Area of Focus, Future Foresight,”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14).
53) The Cabinet, Councils, Emirates Scientists Counci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4).
54)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trategies, initiatives and
awards, Federal governments’ strategies and plans, The UA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7).
55)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trategies, initiatives and
awards, Federal governments’ strategies and plans, National Strategy for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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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UAE의 주요 기술혁신 전략
전략

발표연도

목표

주요 내용
∙ 혁신 친화적 환경 구축

국가혁신
전략

2014

∙ 2021년까지 세계 최고의 혁신 ∙ 개인, 기업, 기관 및 정부에 혁신문화 정착
∙ 재생에너지, 교통, 교육, 보건, 기술, 수자원,

국가 중 하나로 도약

우주 등 7개 혁신 중점 부문 선정
∙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서의 ∙ 혁신교육, 인공지능, 유전체 의학, 로봇 의료

UAE 4차
산업혁명

2017

전략

입지 강화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초점

∙ 혁신 및 미래기술 발전을 통 ∙ 생명공학, 로봇공학,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해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 확대

등 첨단기술 산업에 활용
∙ 탐사, 미래기술, 보건의 질, 생활, 친환경

국가선진
혁신전략

2018

∙ 세계 최고 혁신 선도국 중 하
나로 도약 목표 유지

에너지, 수송, 인류를 위한 기술 등 7개
부문에서의 성과에 초점
∙ 혁신, 소통, 학습을 위한 국가 플랫폼 구축
∙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모델 시도

자료: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trategies, initiatives and awards, Federal
governments’ strategies and plans, National Innovation Strateg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4);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trategies, initiatives and awards, Federal
governments’ strategies and plans, The UA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9. 7);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trategies, initiatives
and awards, Federal governments’ strategies and plans, National Strategy for Advanced Innov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7).

한편 연방기관 이외에 지방정부의 연구개발 기관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2019년 11월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Khalifa bin Zayed Al Nahyan)
UAE 대통령 겸 아부다비의 통치자는 아부다비 연구개발청(ADRDA: Abu
Dhabi Research & Development Authority)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ADRDA는 아부다비 교육지식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Knowledge)
산하 기관으로, 기술 및 혁신 선도국을 추진하는 아부다비의 비전에 발맞추어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생태계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ADRDA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일반 정책, 전략 및 이니셔티브 등에 대한 감독,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위한 금융 프로그램 제안,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
Innov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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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ADRDA는 세계 최고의 연구 인력을 유치 및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공학, 식량안보,
지속가능성,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첨단소재 등에 중점을 두고 가상연구소
(VRI: Virtual Research Institutes) 설립을 포함한 다수 연구개발 이니셔티
브를 추진하고 있다.56)

2. 디지털 전환 및 관련 신산업 육성
가. 디지털 정부 추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
하여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
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ICT)
을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운영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
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디지털 전환은 산업 부문에 새로운 수
익모델을 창출하고, 수입원을 확대하며, 세계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57)
GCC 내에서도 디지털 전환은 국가계획의 주요 요소로 이와 관련된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디지털 전환이 핵심 요소임을 밝히며 비전의 3대 영역(활기찬 사회, 번영하는
경제, 진취적인 국가)에 걸쳐 관련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디지털 일자리
56) “Sheikh Khalifa establishes Abu Dhabi Research & Development Authority in UAE”(2019.
11.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4); Department of Education and Knowledge, “The
Abu Dhabi Government Announces the Establishment of the Abu Dhabi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ADRD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4).
5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디지털 전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2); WEF
(2016),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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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 디지털 경제의 GDP 기여 확대, 선진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우수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58)
2017년에는 칙령을 통해 각료위원회인 국가디지털전환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Digital Transformation)가 구성되었으며 위원회의 집행부
역할을 하는 국가디지털전환기구(National Digital Transformation Unit)
가 설립되었다. 국가디지털전환위원회는 각 정부기관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발
표하는 연간보고서를 발간하는데,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서비스 플랫
폼인 압셰르(Absher)를 통한 서비스 처리 건수가 2,600만 건 이상이며, 이로
인해 절감된 비용이 150억 리얄(약 40억 달러)로 파악되었다. 법무부는 ‘종이
없는 법정(paperless court)’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법무부 통합 서비스 플랫
폼인 나지즈 포털(Najiz Portal)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내 179개 법정에서 전자시스템이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며 법정 내 종이 사용량
은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59)
이외에도 금융,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무부는 2018년 1월 정부기관 및 민간 부문 계약자가 재무부의 전자 조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인 에티마드(Etimad)를
구축하였다. 재무부는 에티마드를 통해 사업 편의성 및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2019년 에티마드를 통해 450개가 넘는
정부기관에서 약 100만 건의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는 9,000억 리
얄(약 2,4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60)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는 1차 보건의료센터 방문을 예약 및 관리할 수

58) National Digital Transformation Uni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3).
59) National Digital Transformation Uni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3); “Saudi Arabia’s digital
transformation program makes bureaucratic procedures faster, more efficient”(2020. 4.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5); National Digital Transformation Unit(2020), p. 14.
60) “Saudi Arabia’s digital transformation program makes bureaucratic procedures faster,
more efficient”(2020. 4.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5); National Digital Transformation
Unit(2020),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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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앱인 마우이드(Mawid), 온라인 원격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하
(Sehha)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 부문에서는 공교육의 모든 단계에 걸쳐
다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내 교육기
관을 연결하는 누르(Noor) 시스템이 구축되었다.61)

표 3-3.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디지털 정부 추진계획 및 성과(2019년)
관련 부처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주요 추진계획
∙ 정부 서비스 플랫폼 압셰르 운영

∙ 150억 리얄(약 40억 달러) 비용 절감
∙ 179개 법정에서 전자시스템 시행

∙ 통합 서비스 플랫폼 나지즈 포털 운영

∙ 법정 내 종이 사용량 75% 감소

∙ 전자 조달 서비스 플랫폼 에티마드 구축

마우이드 도입
∙ 온라인 원격 의료상담 서비스 세하 운영

교육부

∙ 처리 건수 2,600만 건 이상

∙ 종이 없는 법정 목표

∙ 1차 보건의료센터 방문 예약ㆍ관리 앱인
보건부

주요 성과

∙ 사우디아라비아 내 교육기관을 연결하는
누르 시스템 구축

∙ 450개 넘는 정부기관에서 약 100만 건의
대금 결제(약 2,400억 달러 규모) 이행
∙ 마우이드에 2,159개의 1차 보건의료센터
등록
∙ 980만 명의 사용자가 3,600만 건 이상의
예약 진행
∙ 630만 명 이상 학생 및 53만 명 이상 교사가
누르 시스템에 등록
∙ 3,670만 개 이상 교육 관련 증명서 발급

자료: National Digital Transformation Unit(2020), p. 14, p. 20, p. 44, p. 50; “Saudi Arabia’s digital transformation
program makes bureaucratic procedures faster, more efficient”(2020. 4.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5).

UAE에서는 2013년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마크툼(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부통령 겸 총리가 스마트 정부(Smart Government)로의 전환
추진을 발표한 이후 관련 국가계획 및 전략이 수립되었다. 스마트 정부는 「UAE

61) 2019년 기준 마우이드에 2,159개의 1차 보건의료센터가 등록되었으며, 980만 명의 사용자가 3,600
만 건 이상의 예약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누르 시스템에는 630만 명 이상의 학생과 53만 명 이상
의 교사가 등록되었으며 이를 통해 3,670만 개 이상의 교육 관련 증명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Saudi Arabia’s digital transformation program makes bureaucratic procedures faster,
more efficient”(2020. 4.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5); National Digital Transformation
Unit(2020), p. 44,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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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21」, 국가의제(National Agenda) 등에도 포함된 부문으로, 2014년에
는 이러한 계획의 방향에 맞추어 스마트 정부 국가계획 목표(The National
Plan for UAE Smart Government Goal)가 수립되었다. 5개년 계획인 스
마트 정부 국가계획은 개인 맞춤형 정부 서비스 창출 및 국민의 행복 증대를 목
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람, 정부, 지식, 혁신 등 4개 전략 영역을 설정하고
소비자 만족 향상, 정부 효율성 증대, ICT 연계 지식 창출 및 공유, 혁신 강화를
추진하였다.62)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 가운데 UAE 각 지방정부별로 스마트 정부로의 전환
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아부다비는 모든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
포털인 탐(Tamm)을 구축하였다. 탐은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택 구매, 차량
구매 및 운전, 창업, 의료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지원이 포함된다.63) 두바이는
2021년까지 정부 서비스를 모두 전자화하는 두바이 페이퍼리스 전략(Dubai
Paperless Strategy)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시작된 이 전략은 기존 정부
서비스 및 운영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통합된 디지털 정부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3월에는 이와 관련하여 ‘100% 페이퍼리스 스탬프
(100% Paperless Stamp)’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두바이 페이퍼리스 전
략을 완전히 이행한 정부기관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상징하는 스
탬프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64)

62)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2015), p. 3, p. 16.
63)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Digital UAE, Smart Abu
Dhab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8).
64)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Digital UAE, Smart Dubai;
Smart Dubai, “Initiatives, Paperless”(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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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UAE의 주요 디지털 정부 추진계획
주요 계획
스마트 정부
국가계획 목표
아부다비 탐
(Tamm)
두바이
페이퍼리스 전략

발표연도

주요 내용
∙ 개인 맞춤형 정부 서비스 창출 및 국민의 행복 증대 목표

2014

∙ 소비자 만족 향상, 정부 효율성 증대, ICT 연계 지식 창출 및 공유,
혁신 강화 추진
∙ 정부 서비스 제공 원스톱 통합 포털

2018

∙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개인 맞춤형 솔루션 제공 추진
∙ 주택 구매, 차량 구매 및 운전, 창업, 의료 부문 등 서비스 지원

2018

∙ 통합된 디지털 정부 인프라 구축 목표
∙ 100% 페이퍼리스 스탬프 계획 추진

자료: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2015), p. 3, p. 16;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Digital UAE, Smart Abu Dhabi;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Digital UAE, Smart Dubai”(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8).

나. 석유 부문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은 운영 효율성과 작업장 안전성을 증대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석유 부문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Aramco)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투자 및 연구개발,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에너지 부문에서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아람코는 로봇, 드론,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사의 산업시설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아람코는
선도적 디지털 에너지 기업을 목표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연비 향상, 용수
절약, 차세대 소재 창출 등 세계 에너지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기술 솔루션을 개
발하고자 한다. 아람코의 디지털 전략은 빅데이터를 통해 전체 가치사슬에 걸
쳐 운영을 최적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핵심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65)

65) “Spearheading innovation: Aramco unveils new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enter”
(2019. 3. 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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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4차산업혁명센터(4IRC: 4th Industrial Revolution Center)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첨단기술 능력을 고양하
려 한다. 4IRC의 주요 시설인 AI 허브(AI Hub)는 석유 및 가스 부문과 관련하
여 첨단 분석 및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
며, 20개 이상의 운영 솔루션을 비디오 스크린을 통해 보여준다. 빅데이터와
첨단 분석을 활용하여 아람코는 주요 시설의 성능을 시각화하고 예측 가능하도
록 하며 가용성,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을 적시에 내림으로써 비용을 절
감하고자 한다. 또한 4IRC에는 가상ㆍ증강 현실을 통해 운영인력을 훈련할 수
있는 VR존(VR Zone)을 구축하였다. VR존에서는 시뮬레이션 부스를 통해 운
영인력이 시설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세계 최대 가스처
리공장 중 하나인 우스마니야(Uthmaniyah) 가스 플랜트는 첨단 분석 및 AI
기술과 더불어 영상 이미지를 캡처하는 디지털 헬멧, 렌즈에 직접 정보를 불러
오는 안경 등 드론과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66)
UAE에서도 석유 부문의 디지털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아부다비 국영석유
회사(ADNOC: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를 맞아 석유 및 가스 4.0(Oil & Gas 4.0)이라는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선도적
기술의 도입, 차세대 역량 강화, 저탄소 발전,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수
행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석유 및 가스 4.0은 석유산업을 더욱 생산적이며,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진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ADNOC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
고 유지 및 관리 비용을 감축하려 한다.67)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ADNOC는 2018년 파노라마 디지털관제센터

66) Aramco, “Creating Value, Technology development, Digitaliz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7); “Spearheading innovation: Aramco unveils new’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enter”(2019. 3. 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31).
67) ADNOC, “Our Business, Oil & Gas 4.0”; The National, Oil & Gas 4.0(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
색일: 202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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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orama Digital Command Center)를 설립하였다. ADNOC는 효율성
을 높이고 성능을 최적화하며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및 AI에 대한 투자를 이어왔다. 파노라마 디지털관제센터는 이러한 전략
적 투자의 핵심으로, ADNOC의 14개 자회사와 합작투자사에서 실시간 정보
를 취합하고 스마트 분석 모델, AI, 빅데이터를 활용해 운영 지원 정보를 제공
한다. 또한 수백만 개의 데이터 센서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시설 전체에 걸쳐
실시간 판독을 제공하는 맞춤형 보건ㆍ안전ㆍ환경(HSE: Health, Safety,
Environment) 시스템도 센터 내 구축하고 있다.68)

표 3-5.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석유 부문 디지털 전환 추진
국가

기업

주요 내용
∙ AI 허브, 첨단 분석 및 머신러닝 솔루션 개발에 주력

아람코
4차산업혁명센터
사우디아라비아

∙ 20개 이상 운영 솔루션 비디오 스크린 표시
∙ 빅데이터와 첨단 분석 활용하여 주요 시설 성능 시각화, 예측
가능성 확대
∙ 가상ㆍ증강현실을 통한 훈련 시설(VR존) 구축

아람코
우스마니야
가스 플랜트

∙ 첨단 분석 및 AI 기술 활용
∙ 영상 이미지를 캡처하는 디지털 헬멧, 렌즈에 직접 정보를 불러
오는 안경 등 드론과 웨어러블 기술 활용
∙ 석유 및 가스 4.0 추진

UAE

ADNOC

∙ 파노라마 디지털관제센터 구축
∙ 맞춤형 보건ㆍ안전ㆍ환경 시스템 구축

자료: Aramco, Creating Value, Technology development, Digitaliz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7);
“Spearheading innovation: Aramco unveils new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enter”(2019. 3. 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31); ADNOC, “Our Business, Oil & Gas 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8);
“ADNOC’s Panorama Digital Command Center Generates Over $1 Billion in Value and is Enabling an
Agile Response During COVID-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8).

68) “ADNOC’s Panorama Digital Command Center Generates Over $1 Billion in Value and is
Enabling an Agile Response During COVID-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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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ICT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인 ICT 전략 2023(ICT Strategy 2023)을 발표하였
다. ICT 전략 2023은 통신시장 효율성 향상, ICT 부문에서의 로컬 콘텐츠 확
대, IT 및 기술 부문 성장을 3대 전략적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ICT 전략 2023
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이 기간에 ICT 부문 50% 성장,
GDP 기여 규모 500억 리얄(약 133억 3,000만 달러) 증대, 자국민 노동인력
비중 50%로 확대, 여성 참여 50%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69)
사우디아라비아는 또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7가지 중점 부문으로 보건,
교육, 전자상거래, 스마트시티, 산업ㆍ광업ㆍ물류 서비스, 성지순례 및 문화,
보안 및 안전 등을 선정하였다.70) 스마트시티 개발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하는 중점 부문 중 하나로,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지방행정부는(Ministry of
Municipal and Rural Affairs) 비전 2030과 국가변혁 프로그램(NTP)의 일
환으로 스마트시티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은 2020년까지 메카(Makkah),
리야드(Riyadh), 젯다(Jeddah), 메디나(Madinah), 아흐사(Ahsa) 등 5개 도
시에서 우선적으로 스마트 인프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분야로는 스마트 주차, 스마트 조명, 스마트 고형 폐기물 처리, 스마트 카메라,
환경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선정되었다.71)
이외에도 「사우디 비전 2030」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로 대규모 신도시 프
로젝트인 네옴(NEOM) 시티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네옴 시티는 새로운 미래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적인 혁신 및 교역 중심지로

69)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About, Strategie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4);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2019), p. 7,
p. 9.
70)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2020), p. 42.
71) “Smart city initiative launched”(2017. 4. 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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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네옴 시티 프로젝트
를 발표하며 AI, 가상ㆍ증강 현실,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 개발뿐 아니라 에너지,
수자원, 교통, 생명공학, 식량, 제조업, 미디어, 관광, 스포츠 등을 주요 개발 부문
으로 선정하고 첨단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산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72)
관광 부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업 다각화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산업으로
관광 부문에서도 디지털 기술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한국을 포함한 49개국 대상으로 관광비자를 허용하면서 온라인 전자
비자 포털을 구축하였다. 이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광 목적 비자를 발급하
지 않아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었으나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외국
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면서 전자비자 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졌다.73)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인 핫즈(Hajj)와 우므라(Umrah)와 관련해서도 다
양한 디지털 기술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핫즈우므라부(Ministry of Hajj and
Umra)는 순례객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 기술
선도기업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성지순례 부문
에서의 디지털 전환 계획인 스마트 핫즈(Smart Hajj)는 순례객에게 필요한 정
보와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보건, 교통, 통신, 숙소, 성지 등 성
지순례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제공되며, 서비스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6년에는 핫즈 순례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팔찌 착용이
의무화되었는데 전자팔찌는 순례자의 입국장소, 비자 및 여권번호, 의료정보
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기도시간을 알려주고 다국어 안내 창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2019년 성지순례 기간에는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이
72) Neom, “About, Facts and Figures, Neom Fact Shee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4).
73) 사우디아라비아 관광비자가 허용된 지역 및 국가에는 북미(캐나다, 미국), 유럽(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
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아시아(브루나이,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말
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된다. Visit Saudi, “Apply for eVisa,
Eligible Countr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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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었으며, 일부 순례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와 전자문서를 수록한 스마트
ID가 시범적으로 제공되었다.74)
한편 물류 부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정 재정비 및 자동화를 통해 수입
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통관 과정의 예측성과 신뢰성도 향상되
어 항구 통관신고의 40%가 24시간 이내에, 70%가 48시간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데 이 같은 성과에는 신고서 처리의 디지털 전환도 기여요인으로 작용하였
다. 또한 물류 부문에서의 기술 도입은 수출입 과정에서의 보안 및 투명성을 향
상하고 있다. 수입업자들은 선적 현황과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
으며 통관업자는 휴대전화로 선적 상황에 대한 자동 알림을 받고 선박 도착 전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출입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 간 선박 운항, 터미널 운영, 디지털 결제, 트럭 관리 등과 관련하여 안전
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75)

표 3-6.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부문별 디지털 기술 기반 신산업 추진계획
부문

주요 계획
비전 2030 및 국가변혁
프로그램(NTP) 연계

스마트

스마트 시티 계획

시티

주요 내용
∙ 5개 도시(메카, 리야드, 젯다, 메디나, 아흐사)에 우선적으로 스
마트 인프라 도입
∙ 스마트 시티 적용 분야로 스마트 주차, 스마트 조명, 스마트 고형
폐기물 처리, 스마트 카메라, 환경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등 선정
∙ 세계적인 혁신 및 교역 중심지로의 전환에 중점

네옴(NEOM) 시티

∙ AI, 가상ㆍ증강 현실, 사물인터넷 등 기술 개발
∙ 에너지, 수자원, 교통, 생명공학, 식량, 제조업, 미디어, 관광, 스
포츠 등 주요 개발 부문으로 선정

74) 핫즈(Hajj)와 우므라(Umrah)는 사우디아라비아 성지 메카를 순례하는 것으로, 성지순례는 정해진
기간에 행하는 핫즈(대순례)와 기간 외의 순례인 우므라(소순례)로 분류된다. 한국이슬람교, 「이슬람,
이슬람의 이해」; “E-bracelets a ‘must’ for pilgrims this Haj”(2016. 6. 30); “High-tech ‘smart’
cards to keep Hajj pilgrims safe and secure”(2019. 7. 12),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
20. 10. 5); National Digital Transformation Unit(2020), p. 2, p. 8.
75) Ministry of Transport, “The Ministry, KSA Logistic Hu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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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계속
부문

주요 계획
전자비자 발급

주요 내용
∙ 2019년 한국을 포함한 49개국 대상 관광비자 허용, 온라인 전
자비자 포털 구축
∙ 순례객에게 필요한 정보와 주요 앱 제공
∙ 보건, 교통, 통신, 숙소, 성지 등 성지순례 전반에 걸쳐 다양한

관광

서비스 제공
스마트 핫즈

∙ 2016년 개인정보(순례자의 입국장소, 비자 및 여권번호, 의료정
보 등 포함)가 담긴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
∙ 2019년 의료 상담 서비스 제공 로봇 도입, 일부 순례객 대상
개인정보 및 전자문서를 수록한 스마트 ID 시범적 도입

공정 재정비 및 자동화

∙ 수입 과정의 시간 및 비용 절감
∙ 통관 과정의 예측성 및 신뢰성 향상
∙ 수입업자는 선적 현황 및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

물류

∙ 통관업자는 휴대전화로 선적 상황에 대한 자동 알림 수신 및 선박
디지털 기술 도입

도착 전 온라인 신고서 작성 가능
∙ 수출입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 간 선박 운항, 터미널 운영,
디지털 결제, 트럭 관리 등에 대한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자료: “Smart city initiative launched”(2017. 4. 20); Neom, “About, Facts and Figures, Neom Fact Sheet,”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4); Visit Saudi, “Apply for eVisa, Eligible Countries”; “E-bracelets a
‘must’ for pilgrims this Haj”(2016. 6. 30); “High-tech ‘smart’ cards to keep Hajj pilgrims safe and
secure”(2019. 7. 12); Ministry of Transport, “The Ministry, KSA Logistic Hub,”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5); National Digital Transformation Unit(2020), p. 2, p. 8.

UAE는 ICT를 과학기술 중점 육성 부문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발전시키
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UAE는 ICT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분야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ICT 특화 자유지대(free zone)를
1990년대부터 설립하기 시작하였다.76) UAE에는 특정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입주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지대가 설립되어 있는데 ICT 관련 자유지대는
ICT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사무실, 편의시설, 사업 지원 서비스

76) UAE는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자유지대 설립을 추진하
였다. 자유지대에서는 기업설립 절차 간소화, 노동 및 이민 절차 간소화, 세금 면제, 외국 기업의
100% 소유권 허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각 자유지대는 지역에 따라 자체적 규칙이 적용된다.
Dubai-Freezone.a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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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제공하고 있다. ICT 관련 자유지대로는 1999년 두바이 인터넷시티
(Dubai Internet City) 건설을 시작으로 2000년에 두바이 미디어시티(Dubai
Media City), 2005년에 두바이 실리콘 오아시스(Dubai Silicon Oasis) 등이
설립되었다. 이후 두바이 스튜디오 시티(Dubai Studio City), 두바이 프로덕션
시티(Dubai Production City) 등이 추가로 설립되었으며, 두바이 이외에도
아부다비에 TwoFour54, 샤르자에 미디어시티(Sharjah Media City Free
Zone, Shams) 등의 자유지대가 조성되었다.77)
한편 2008년에는 통신규제청(TRA: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이 ICT 관련 프로젝트 투자를 목적으로 ICT 기금(ICT Fund)을 조
성하였다. ICT 기금은 2014년까지 교육, 우주 등의 프로젝트에 16억 디르함
(약 4억 4,000만 달러)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였다.78)

표 3-7. UAE의 ICT 부문 주요 발전계획
주요 계획

주요 내용
∙ 아부다비: TwoFour54
∙ 두바이: 두바이 인터넷시티, 두바이 미디어시티, 두바이 실리콘 오아시스, 두바이 스튜디

자유지대
설립

오 시티, 두바이 프로덕션 시티, 인터내셔널 미디어 프로덕션 존, 두바이 아웃소스 시티
∙ 샤르자: 샤르자 미디어시티 자유지대
∙ 푸자이라: 크리에이티브 시티
∙ 아즈만: 아즈만 미디어 자유지대

ICT 기금 ∙ ICT 관련 프로젝트 투자를 목적으로 통신규제청 조성
조성

∙ 2014년까지 교육, 우주 등 부문에 16억 디르함(약 4억 4,000만 달러) 투자

자료: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cience and technology, Key sectors
in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7).

디지털 기술은 UAE의 중점 산업인 우주, 생명과학 등 부문에서 핵심기술로
적용되고 있다. 우주 부문은 UAE 국가혁신전략의 주요 분야로 UAE 정부는
77)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cience and technology,
Key sectors in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7).
7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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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국가우주정책(UAE’s National Space Policy), 국가우주전략 2030
(National Space Strategy 2030) 등을 수립하고 우주산업 개발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다. 2014년에는 국가 우주 부문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기관인
UAE 우주국(UAE Space Agency)을 설립하였다. UAE 우주국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우주과학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 UAE 우주국은 ICT
기금을 조성한 통신규제청, UAE 대학교(UAEU: United Arab Emirates
University)와 공동으로 국가우주과학기술센터(NSSTC: National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를 설립하였다. 2015년 기준 UAE의 우주
기술 투자 규모는 200억 디르함(약 54억 5,000만 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UAE는 2020년 9월 현재 10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운영 중이다.79)
UAE는 우주개발 후발주자로 평가받고 있으나 화성 탐사에도 야심차게 뛰어
들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건국 5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화성에 무인우주선
을 보내는 계획을 2014년에 발표한 이후 UAE는 2020년 7월 화성탐사선 아말
(Amal)을 중동권 최초로 발사하는 데 성공하였다. UAE는 이외에도 2117년
화성에 정착지 건설을 목표로 하는 화성 2117 프로젝트(Mars 2117), 화성환
경모사단지를 조성하는 화성과학도시(Mars Science City)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며 화성 탐사 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전망이다.80)
생명과학 부문에서는 기술 기반 보건 서비스 확대를 위한 ICT 연구 개발을 추
진하며 관련 자유지대를 설립하였다. 2005년 DuBiotech(Dubai Biotechnology
and Research Park) 자유지대가 설립된 이후 2007년 EnPark(Energy and
79)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cience and technology,
Key sectors in science and technology,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9. 9); “UAE University to open centre for space science”(2016. 12. 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9).
80) “UAE plans unmanned mission to Mars by 2021”(2014. 7. 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9);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cience and technology,
Key sectors in science and technology,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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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Park)가 설립되었으며 2015년에는 두 자유지대를 합쳐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Dubai Science Park)가 조성되었다.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는
생명과학 분야 기업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며 이에 필요한 실험실, 사무실,
비즈니스 센터 등을 제공한다. 한편 두바이 정부는 2016년 두바이 3D 프린팅
전략(Dubai 3D Printing Strategy)을 발표하고 의료품을 기술 적용 주요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두바이는 3D 프린팅 기술을 통한 치아, 뼈, 인공장기, 의료
및 수술장비, 보청기 등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2025년까지 400디르함(약
109달러) 미만으로 인공수족(artificial limbs)을 생산할 예정이다.81)

표 3-8. UAE의 주요 부문별 디지털 기술 기반 신산업 추진계획
부문

주요 계획
UAE 우주국 설립
(2014)

우주

주요 내용
∙ 국가 우주 부문 정책 수립 및 감독 기관 목적
∙ 2016년 통신규제청, UAE 대학교와 공동으로 국가 우주과학
기술센터 설립
∙ 2021년까지 화성에 무인우주선 보내는 것 목표

화성 탐사

∙ 2117년 화성에 정착지 건설 목표
∙ 화성환경모사단지 조성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 설립 ∙ 생명과학 분야 기업 연구개발 촉진
생명
과학

(2015)
두바이 3D 프린팅 전략
(2016)

∙ 실험실, 사무실, 비즈니스 센터 등 제공
∙ 3D 프린팅 기술을 통한 치아, 뼈, 인공장기, 의료 및 수술장비,
보청기 등 개발 중점
∙ 2025년까지 400디르함(약 109달러) 미만 인공수족 생산 예정

자료: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cience and technology, Key sectors
in science and technology,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UAE University to open centre for space
science”(2016. 12. 3); “UAE plans unmanned mission to Mars by 2021”(2014. 7. 16),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9. 9);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cience
and technology, Key sectors in science and technology, Medical research;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cience and technology, Key sectors in science and technology,
3D printing(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10).

81)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cience and technology,
Key sectors in science and technology, Medical research”(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0);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cience and technology,
Key sectors in science and technology, 3D printing”(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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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트업 지원 강화
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 국가들은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혁신과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각국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국가의 혁신을 이끌 핵심요인으로 인식하
고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의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술 기반 스
타트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왔
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관이 설립되었다. 사우디
기술개발 투자회사(TAQNIA)의 자회사인 BIAC(Business Incubators and
Accelerators Company)는 2017년부터 공공ㆍ민간 부문 인큐베이터와 액셀
러레이터를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BIAC는 프로젝트 관리뿐만
아니라 혁신환경 구축, 운영, 개발, 기술이전 등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내 혁
신을 확산하고자 한다. BIAC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
터에 대한 관리 허가를 받은 첫 기업으로, KACST의 바디르 기술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Badir Technology Incubators and Accelerators
Program), 산업 기업 액셀러레이터(Industrial Enterprises Accelerator)
등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82)
2007년 시작된 바디르 기술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혁신
기술 사업화 지원뿐 아니라 마케팅 기술 향상, 자금조달 기회 확대, 지적재산
등록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워크숍 및 강의를 주기적으로 개
최하여 청년 창업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은 ICT, 첨단 제조,
생명공학 등을 중점 부문으로 인큐베이터를 구축해왔다.83)
82) BIAC, “About Us”; BIAC, “Projects, Our Projects”(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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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업 등과 연계된 지원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다. 킹 압둘라 과학기술
대학교(KAUST: King Abdull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는 SABB(Saudi British Bank)와 제휴하여 2016년 타까담(TAQADAM) 액셀
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타까담 프로그램은 대학 스타트업 액셀러레
이터 프로그램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대학에서 잠재력 높은 스타트업으
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타까담은 6개월 동안 제품 디자인, 마케
팅, 자금조달 등에 대한 멘토링과 훈련을 통해 창업 희망자들이 아이디어를 시
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타까담은 KAUST의 협력 단체 및
KAUST 혁신 기금(KAUST Innovation Fund)을 포함한 투자자와의 연결도
지원하고 있다. 타까담은 2020년 9월 현재 900만 리얄(약 240만 달러)이 넘는
자금을 지원해 78개의 스타트업을 졸업시킨 것으로 집계된다.84)
아람코는 2011년 기업가 육성을 위한 조직인 와에드(Waed)를 설립하고 스
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와에드는 2013년 비즈니스 인큐베이
터인 스타트업 랩(SUL: StartUp Lab)을 킹 파흐드 석유광물대학교(KFUPM:
King Fahd University of Petroleum and Minerals)에 구축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술주도형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스타트업 랩은 비즈니
스 액셀러레이터,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등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
져 있다.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단계 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에 중점을
둔 10주간의 사업 개발 프로그램이며, 비즈니스 인큐베이션은 투자 잠재력이
있는 고위험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단기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스타트업 랩
은 사업 개발 자문, 기술 컨설팅, 네트워킹 기회 제공, 사무공간 및 장비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대출 제공, 벤처 캐피털 운영을 통한 금융 지원
도 제공하고 있다.85)
83) KACST, Innovation, Technology Incubators and Accelerators Progra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1).
84) Taqadam, “About”; KAUST, “Entrepreneurs, Taqadam Accelerator”(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
일: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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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스타트업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기관 및 프로그램 설립연도

특징
∙ 공공ㆍ민간 부문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 운영 및 관리

BIAC

2017

∙ 사우디아라비아 내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관리 허가 첫 사례
∙ KACST 바디르 기술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산업
기업 액셀러레이터 등 프로그램 관리
∙ 혁신기술 사업화, 마케팅 기술 향상, 자금조달 기회 확대, 지적재산

바디르 기술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2007

등록 등 지원 서비스 제공
∙ 주기적 워크숍 및 강의 개최
∙ ICT, 첨단 제조, 생명공학 등 중점 부문으로 인큐베이터 구축

프로그램

∙ KAUST, SABB와 제휴하여 수립
∙ 사우디아라비아 전역 대학에서 잠재력 높은 스타트업 육성 목표

타까담
액셀러레이터

2016

프로그램

∙ 6개월간 제품 디자인, 마케팅, 자금조달 등에 대한 멘토링 및 훈련 지원
∙ KAUST 혁신 기금 포함한 투자자와의 연결 지원
∙ 900만 리얄(약 240만 달러) 넘는 자금 지원, 78개 스타트업 졸업
(2020년 9월 기준)
∙ 아람코의 기업가 육성 조직
∙ 2013년 킹 파흐드 석유광물대학교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스타트업 랩 구축

와에드

2011

∙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 사업 개발 자문, 기술 컨설팅, 네트워킹 기회 제공, 사무공간 및 장비 제공
∙ 대출 제공, 벤처 캐피털 운영 통한 금융 지원

자료: BIAC, “About Us”; BIAC, “Projects, Our Projects”(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10); KACST, “Innovation,
Technology Incubators and Accelerators Program”; Taqadam, “About”; KAUST, “Entrepreneurs, Taqadam
Accelerator”; Aramco Entrepreneurship Center, “About us”; Aramco Entrepreneurship Center, “Offerings,
Business Incubation”; Aramco Entrepreneurship Center, “Offerings, Funding”(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11).

나. UAE
UAE는 스타트업 투자 규모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앞서며 지역 내 스타
트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특히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육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아부다비 정부는 2018년 경제개발계획이자 액셀러레
85) Aramco Entrepreneurship Center, “About us”; Aramco Entrepreneurship Center, “Offerings,
Business Incubation”; Aramco Entrepreneurship Center, “Offerings, Funding”(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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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프로그램인 가단 21(Ghadan 21) 계획을 수립하였다. 가단 21은 사업 및
투자, 사회, 지식 및 혁신, 생활방식의 네 가지 부문에 중점을 두고 아부다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3년간 500억 디르함(약 140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
이다. 가단 21의 일환으로 50개가 넘는 이니셔티브가 수립된 가운데 다수 계획
이 스타트업 유치 및 지원,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86)
가단 21의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설립된 Hub71은 아부다비의 기술 허브로
창업자, 투자자, 사업 지원 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Hub71은 벤처 캐피털 유치를
통해 스타트업의 자본 접근성을 확대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기술
기업 및 스타트업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Hub71 인센티브 프로그
램은 사무공간, 주택, 의료 등의 부문을 지원하며 스타트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하고 있다. 시드(Seed) 단계 스타트업은 2년간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초기(Emergent) 단계 스타트업은 3년간 5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Hub71은 2019년 한 해 동안 핀테크, AI, 항공우주, 모빌리티 등 부문의
39개 스타트업을 지원하였는데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에는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집트, 튀니지 등 중동 국가뿐 아니라 미국, 영국기업 등도 포함되었다.87)
또한 아부다비 투자 지원 기관인 ADIO(Abu Dhabi Investment Office)는
가단 21 계획의 일환으로 벤처스 펀드(Ventrues Fund)를 조성하였다. 5억
3,500만 디르함(약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벤처스 펀드는 아부다비 스타트
업과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스타트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ADIO는 기업 R&D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
업의 R&D 지출과 신규 R&D 비용 감면을 위해 40억 디르함(약 11억 달러)을
배정하였다.88)

86) “Abu Dhabi reveals details of ‘Tomorrow 21’ economic stimulus initiatives”(2018. 9. 16);
Ghadan 21(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12).
87) Hub71; Ghadan 21, “Update-Hub71”(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12).
88) Ghadan 21, “Ventures Fund”; Ghadan 21, Corporate R&D programme(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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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바이 정부는 2016년 두바이 퓨처 액셀러레이터(DFA: Dubai Future
Accelerators)를 출범하였다. 두바이 퓨처 액셀러레이터는 기업가, 민간부문,
정부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미래의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두바이 정부는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두바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전 세계 혁신 스타트업의 유치를 꾀하고 있다.
DFA 프로그램은 두바이 정부기관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스타트업과 스케일업(scale-up) 기업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DFA는 프로그램 참여 기업의 지분을 가져가지 않고 멘토링 서비스, 항공권 및
거주비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두바이 정부기관은 국가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기술 기업을 유치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자
한다. 2020년 9월 현재 25개국 190개 기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73%가 두바이 정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89)

표 3-10. UAE의 주요 스타트업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기관 및 프로그램 설립연도

특징
∙ 벤처 캐피털 유치를 통해 스타트업의 자본 접근성 확대

Hub71

2018

∙ 세계 시장 진출 지원
∙ 사무공간, 주택, 의료 등 발전 단계에 따라 차등 지원
∙ 핀테크, AI, 항공우주, 모빌리티 등 부문 39개 스타트업 지원(2019)

ADIO

2019

∙ 5억 3,500만 디르함(약 1억 5,000만 달러) 규모 벤처스 펀드 조성
∙ 기업 R&D 지원 프로그램 도입
∙ 두바이 정부기관 도전과제 제시

두바이 퓨처
액셀러레이터

2016

∙ 참여 기업 지분 미보유
∙ 멘토링 서비스, 항공권 및 거주비 제공 등 혜택 제공
∙ 25개국 190개 기업 참여, 참여 기업의 73% MOU 체결(2020년 9월 기준)

자료: “Abu Dhabi reveals details of ‘Tomorrow 21’ economic stimulus initiatives”(2018. 9. 16); Ghadan 21;
Hub71; Ghadan 21, “Update-Hub71”; Ghadan 21, “Ventures Fund”; Ghadan 21, “Corporate R&D
programme”; Dubai Future Accelerators, “About us”; Dubai Future Accelerators, “Program”; Dubai Future
Foundation, “Initiatives, Dubai Future Accelerators”(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12).

89) Dubai Future Accelerators, “About us”; Dubai Future Accelerators, “Program”; Dubai Future
Foundation, “Initiatives, Dubai Future Accelerators”(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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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혁신 협력사례 및 시사점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전 세계적 변화를 가져오는 가운데 저유가 상황으로 위
기를 겪고 있는 GCC 국가들은 혁신을 강조하며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하고 있다. 각국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에너지 부문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혁신기술을 접목하고 있
다. 이를 위해 GCC 국가들은 혁신 선도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기존의 유럽 및 미국 중심 협력
관계를 다변화하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석유 수입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를 꾀하고 있다. 한국과는 2017년에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계
획으로 한-사우디 비전 2030을 수립하였다. 한-사우디 비전 2030은 5대 협력
부문 중 하나로 스마트 인프라 및 디지털화를 선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자
정부, 로봇산업,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시티 구축, ICT, 지능형 CCTV 기반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 스마트공항 건설 등을 유망 협력 프로젝트로 지정하였다.90)
이후 2019년 6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로봇산업진흥
원과 KACST 간 로봇산업 협력, 현대자동차와 아람코 간 수소차 협력과 관련
하여 기술협력 MOU가 체결되었다. 이를 통해 양측은 로봇 관련 세미나 공동
개최 및 전문지식ㆍ경험 공유, 미래차 기술협력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91)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본과도 공동 비전 2030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사우디일본 비전 2030은 2017년 3월 살만 국왕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발표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은 사우디-일본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 비전 2030」
과 일본 신성장 전략 간 시너지를 확대하고자 한다. 양국의 계획은 다양성, 혁
신, 소프트 밸류의 3개 영역을 중심으로 9개 협력 부문을 설정하였으며, 이 중
90) 한-사우디 비전 2030은 5대 협력 부문으로 에너지 및 제조업, 스마트 인프라 및 디지털화, 역량 강화,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 중소기업 및 투자를 선정하였다.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Saudi Korea Vision 20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2).
9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 6. 26), 「사우디 왕세자 방한 계기, 제조ㆍ에너지 신산업분야 협력 강
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 구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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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양질의 인프라 부문은 양국의 기술협력을 강조하고 있다.92) 산업
경쟁력 부문에서는 일본의 기술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4차 산업혁명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 시스템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양질
의 인프라 부문에서는 해수담수화 및 물재생 관련 협력을 비롯해 에너지 절약
형 해수 역삼투 시스템 개발, 가상현실(VR) 기술을 통한 주택 매매 서비스 관련
연구 등이 포함되었다.93)

표 3-11. 「사우디 비전 2030」 관련 한국 및 일본과의 기술협력 사례
국가

계획 및 시기
한-사우디 비전
2030

한국

주요 내용
∙ 스마트 인프라 및 디지털화 부문 유망 협력 프로젝트
- 전자정부, 로봇산업,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시티 구축, ICT, 지능형
CCTV 기반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 스마트공항 건설 등

(2017)
무함마드 빈 살만

∙ 로봇산업진흥원-KACST: 로봇산업 협력 MOU 체결

왕세자 방한(2019)

∙ 현대자동차-아람코: 수소차 협력 MOU 체결
∙ 산업경쟁력 부문
- 일본의 기술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내 4차 산업혁명 토대 마련

사우디-일본 비전
일본

2030
(2017)

- 사우디아라비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ㆍ효율적
공급망 시스템 개발
∙ 양질의 인프라 부문
- 해수담수화 및 물재생 관련 협력
- 에너지 절약형 해수 역삼투 시스템 개발
- 가상현실(VR) 기술을 통한 주택 매매 서비스 관련 연구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Saudi Korea Vision 203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 4. 3), 「제2차
한ㆍ사우디 비전 2030 협력 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 6. 26), 「사우디 왕세자 방한 계기, 제조ㆍ에
너지 신산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 구축」;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Saudi Japan Vision
2030(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12).

UAE는 한국과 정상회담,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협력사
업을 발굴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해왔다. 2018년 11월에는 제1차 한-UAE 과학
92) 9개 협력 부문은 산업경쟁력, 에너지, 보건의료, 양질의 인프라, 중소기업 및 역량 강화, 문화ㆍ스포츠
및 교육, 투자 및 금융 부문이다.
93)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Saudi Japan Vision 20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2); 정재욱 외(2019),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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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ㆍICT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양국은 보건의료, 첨단과학,
에너지, 농업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7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
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메르스 연구,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었
으며, 첨단과학 분야에서는 스마트 교통 플랫폼, 우주, 무인이동체 프로젝트를,
에너지 분야와 농업 부문에서는 각각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청정연료, 데저트 팜
밸리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9년 2월 개최된 양국 정상
회담에서도 스마트 팜 기술협력, 청정생산과 생태산업 개발, 수소도시 기술협력,
폐기물 재활용 협력 등 여러 건의 기술협력 MOU가 체결되었다. 한편 2020년 9월
개최된 제7차 한-UAE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주요 협력 분야 중 하나로 미래
지향 기술혁신협력이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AI, 사물인터넷, 5G 등 ICT 및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과제를 모
색하고,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및 혁신성장 경험을 공유하는 데 합의하였다.94)
한국과 UAE는 2018년 정상회담에서 농업기술 협력을 논의한 이후 관련 협
력을 강화해왔다. 2019년 6월에는 제2차 한-UAE 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
여 스마트 팜 분야 협력 강화와 농식품 교역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9년
11월에는 한-UAE 농업 R&D 협력 강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사막기후
환경에서의 벼 재배 기술, 스마트 축산, 대추야자 해충 진단 및 방제 등 농업 공
동연구 과제의 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였다. 농촌진흥청은 양국 협력사업 중 하
나로 사막지대 벼 재배를 추진해왔으며 2020년 5월 UAE 샤르자(Sharjah) 지
역에서 건조지역용 벼 품종 ‘아세미’ 시험재배에 성공하였다. 아직 경제성을 확
보하지는 못하였으나 1차 시험재배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은 향후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95)
중국은 아랍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중국-아랍국 엑스포(China-Arab
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8. 11. 2), 「한-UAE, 과학기술ㆍICT 협력을 위한 닻을 올리다」;
경제외교 활용포털, 경제외교성과, 공동성명, 한-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 9. 8), 「제7차 한-UAE 경제공동위 개최 결과」(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12).
95)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 6. 20), 「한-아랍에미레이트(UAE) 간 농업협력위 개최」; 농촌진흥청
(2019. 11. 12), 「열대사막에 스마트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한자리에」; 농촌진흥청(2020. 4. 29), 「농촌
진흥청, UAE 사막에서 벼 실증재배 결과 발표」(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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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Expo)를 개최하고 이의 일환으로 중국-아랍국 기술이전 및 혁신협력
회의(China-Arab States Technology Transfer and Innovation Cooperation
Conference)를 개최하며 일대일로와 연계한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UAE와 중국 간에는 AI 관련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9년
7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제의
중국 방문 시 개최된 경제포럼에서 AI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협력 MOU가 체결
되었다. UAE가 AI 장관직 신설, 전문 대학원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인공지능대
학(MBZUAI: AI Mohamed bin Zayed Univers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설립 등 AI 개발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AI 기업의 UAE 진출이 이어지고 있
다. 2019년 중국 유니콘 기업 유비테크 로보틱스(UBTech Robotics)는 3억
6,240만 달러 규모의 AI 티칭랩(teaching lab)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다른 중국기업인 센스타임(SenseTime)은 ADIO(Abu Dhabi Investment
Office)와 아부다비 연구개발센터 설립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유럽, 중동, 아
프리카 지역 내 허브로 구축할 계획이다.96)
UAE와 일본은 2018년 4월 아베 신조 총리의 UAE 방문을 계기로 포괄적 전
략적 파트너십 이니셔티브(CSPI: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Initiative)를 수립하고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양국은 공동성
명을 통해 12가지 협력 강화 부문을 발표하였는데 교육, 첨단과학 및 기술 부
문에서는 사이버 보안,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데이터 분석, AI, 생명공학, 나노
테크놀로지, 우주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97) 양국은 특히 우주 부문에
서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16년 UAE 우주국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
기구(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와 협력협정을 체결하
였다. 이후 2018년에는 UAE가 최초로 생산한 지구관측 위성인 칼리파샛
96) China-Arab States Expo; “16 MoUs signed at UAE-China Economic Forum in Beijing”
(2019. 7. 22); “China, UAE to boost their high-tech ties”(2019. 12. 19),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9. 13).
97) 12가지 협력 부문은 정치, 경제, 문화ㆍ엑스포ㆍ올림픽, 교육ㆍ첨단과학ㆍ기술,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국방, 항공, 영사 문제, 안보, 의료, 농업 및 식량안보, 여성 권한 강화(women empowerm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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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lifaSat)이 일본 타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으며, 2020년 발사된
최초 화상탐사선 아말도 이곳을 통해 발사되었다.98)

표 3-12. UAE와 한ㆍ중ㆍ일 간 기술협력 사례
국가

계획 및 시기

주요 내용
∙ 보건의료, 첨단과학, 에너지, 농업 분야에서 7개 혁신 프로젝트

제1차 한-UAE
과학기술ㆍICT
공동위원회
(2018)
한국

- 첨단과학: 스마트 교통 플랫폼, 우주, 무인이동체 프로젝트
- 에너지: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청정연료
- 농업: 데저트 팜 밸리 조성 프로젝트

한-UAE 정상회담
(2019)
제7차 한-UAE
경제공동위원회
(2020)
일대일로와 연계한
기술협력 추진

중국

추진 합의
- 보건의료: 메르스 연구,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젝트

∙ 스마트 팜 기술협력, 청정생산과 생태산업 개발, 수소도시 기술
협력, 폐기물 재활용 등 협력 MOU
∙ 주요 협력 분야 중 하나로 미래지향 기술ㆍ혁신 협력 논의
∙ 4차 산업혁명 대비 AI, 사물인터넷, 5G 등 ICT 및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과제 모색
∙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및 혁신성장 경험 공유 합의
∙ 중국-아랍국 엑스포 및 중국-아랍국 기술이전 및 혁신협력 회의
개최
∙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 방중 시 AI에 중점을 둔

AI 부문 협력 강화
(2019)

과학기술협력 MOU 체결
∙ 유비테크 로보틱스는 3억 6,240만 달러 규모 AI 티칭랩 구축 계약
∙ 센스타임은 ADIO와 아부다비 연구개발센터 설립 합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 교육, 첨단과학 및 기술 부문에서 사이버 보안, 로봇공학, 사물
이니셔티브(CSPI) 수립
(2018)
일본

인터넷, 데이터 분석, AI, 생명공학, 나노 테크놀로지, 우주 관련
협력 강화 합의
∙ 2016년 UAE 우주국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우주 부문 협력 강화

협력협정 체결
∙ 2018년 지구관측 위성 칼리파샛 일본 타네가시마 우주센터를 통해 발사
∙ 2020년 화상탐사선 아말 타네가시마 우주센터 통해 발사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11. 2), 「한-UAE, 과학기술ㆍICT 협력을 위한 닻을 올리다」; 경제외교 활용포털, 경제외교성
과, 공동성명, 한-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 기획재정부(2020. 9. 8), 「제7차 한-UAE 경제공동위 개최 결과」(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12); China-Arab States Expo(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3); “16 MoUs
signed at UAE-China Economic Forum in Beijing”(2019. 7. 22); “China, UAE to boost their high-tech
ties”(2019. 12. 19); “Most Arabs familiar with UAE’s space partnership with Japan”(2019. 10. 27),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9. 13).
98) “Most Arabs familiar with UAE’s space partnership with Japan”(2019. 10. 27),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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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석유 부문 디지털 전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모두 미국, 영국
등 국가와의 협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는 2017년 미국
의 다국적 기술 엔지니어링 기업인 에머슨(Emerson)과 첨단 디지털화 및 자동
화 기술 도입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였다. 협약은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및 스마트 계측 기술 등을 활용하는 에머슨의
디지털 에코시스템 이용, 아람코 직원 대상 교육, 디지털 오일 필드 추진, 공정
자동화를 위한 고급 응용 프로그램 연구개발, 비용 및 시간 감축을 위한 컨설팅
등의 협력을 포함하였다. 에머슨은 또한 2,500만 달러를 투자해 2018년 사우
디아라비아 다흐란 테크노 밸리(Dhahran Techno Valley)에 협력센터를 설
립하였다. 협력센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구원, 기업가, 업계 관계자 등이 에
머슨 기술 전문가와 협업해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을 개발 및 설계하고 혁신적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99)
또다른 미국의 다국적 복합기업인 허니웰(Honeywell)과는 2017년 석유ㆍ
가스 부문의 발전과 다변화를 지원하고, 아람코 운영에 IIoT의 이용을 활성화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MOU는 허니웰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예측 분석 솔루션을 활용해 처리량 및 산출량을 증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100)
허니웰은 UAE의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와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ADNOC는 2019년 허니웰의 자산 모니터링 및 예측 분석 솔루션을
10년 파트너십 계약조건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솔루션은 ADNOC의
파노라마 디지털 관제센터에 배치되며 이를 통해 ADNOC는 그룹사의 주요 장
치를 센터에서 감독할 수 있다. ADNOC는 예측 유지보수 프로젝트, 파노라
99) Emerson, News & Events, “Emerson Signs Agreement to Collaborate on Digital
Transformation for Saudi Aramco’s Operations in the Kingdom”; Emerson, Automation
Solutions, Services, Consulting & Training, The Emerson Collaboration Center, Dhahran
Techno Valley, Saudi Arabia(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13).
100) “Honeywell and Saudi Aramco advance digitisation of oil and gas industry”(2017. 5. 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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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디지털 관제센터 설립 등의 디지털 전환 계획을 추진하며 외국 기업과 협력
하고 있는데 디지털 관제센터 구축은 영국의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아비
바(Aveva)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비바는 밸류 체인 최적화, 설비 운
영 등과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여 ADNOC의 효율적이고 통합적 운영을 지
원한다.101)
이와 같이 GCC 국가들이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향후 우리
의 대GCC 협력도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산업 중심 협력에서
나아가 기술 중심의 협력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협력
분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UAE와 우주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UAE는 우주 부문을 중점 육성 부문으로 개발하면서 선도국과의 기술협력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
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는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업인 쎄트렉아이가 2009년에
광학위성인 두바이샛1(DubaiSat-1)을, 2013년에 두바이샛2(DubaiSat-2)를
공급한 바 있다. 2018년에는 UAE가 최초로 자체 제작한 칼리파샛 개발을 위해
협업하였다. 앞으로 더욱 고도화된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 간 지속적인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추진하며 협력 확대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102)
석유 부문에서는 저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도입이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아라비
아와 UAE도 석유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활발히 추진하며 석유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UAE 석유 부문의
디지털 전환은 주로 미국ㆍ영국 등이 선도하고 있고 우리 기업의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오일 필드가 석유 부문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
101) “ADNOC and Honeywell to undertake predictive maintenance project”(2019. 11. 22);
Aveva, Perspectives, Success Stories,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ADNOC) (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13).
102) 쎄트렉아이, 「Space Heritage, 주요 위성사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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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우리 기업도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선도 기업이
주요 유전에서 대규모 시스템을 운영하는 가운데 한국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
업이 디지털 오일 필드 일부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의 시범
사업이 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디지털 오일 필드와
관련하여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한 유전을 시험장으로 삼아 국내 중소기업의 기
술 육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높이고 실
전 경험을 쌓을 수 있어 향후 관련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103)
또한 중소형 유전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오일 필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중소형 유전에 원격진단을 제공하는 저가의 소형 디지털 오일 필드 시장은 우리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ICT 부문에서 강점이 있으며 AI, 사물인터넷, 드론 등의 기술력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석유 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어 관련 기술 기업의 디
지털 오일 필드 부문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 기업은 석유 부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시장 진출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디지털 오일 필드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석유 부문과 ICT 등
기술 부문의 기업, 대학 및 연구소, 정부기관 등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논
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104)
한편 GCC 지역 내 기술 스타트업 육성 및 해외 기업 유치 노력이 이어지면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진출이 더욱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
라에서는 GCC 지역으로의 스타트업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었다. UAE에서는 코트라(KOTRA)가 아부다비 소
재 벤처 캐피털인 쇼루끄(Shorooq)와의 협력을 통해 주수르 액셀러레이터 프
로그램(Jusoor Accelerator Program)을 2019년 시작하였다. 주수르 프로그
103) 한국석유공사 관계자 화상 인터뷰(2020. 9. 8, 전문가 간담회).
104) 자원개발 서비스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2020. 10. 8, 전문가 간담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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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은 현지 진출을 위한 세미나 개최, 투자자와의 상담 매칭, UAE 소재 현지 창
업 기관 방문 및 네트워킹 주선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
고 있다.105) 이러한 지원 사업은 국내 스타트업의 GCC 진출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GCC 내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현지 진출을 고려하는 스타트업을 지
원할 수 있을 것이다.

105) KOTRA, 해외시장뉴스(2019), 「한국 스타트업의 UAE 진출 교두보, Jusoor Accelerator Progra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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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국민 고용 확대
가. 자국민 의무고용 강화
GCC 국가들의 자국민 고용 비중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림 4-1 참고). 이는 주로 1970년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촉진한 이 국가들의
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106) GCC 국가들의 노동수요는 1970년대 오일
붐(Oil Boom)에 따른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단기간 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노동수요가 자국민만으로 충족되기 어려워졌다. 이때 GCC 국가
들은 많은 자본과 시간을 투입하여 자국민을 교육하는 대신 외국인 노동자 유
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GCC 주변국의 외국인 노동자가
이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고용시장에서 자국민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0년간 GCC 국가들의 외
국인 노동자 수는 연평균 13.0%씩 증가했다.107)

그림 4-1. GCC 국가들의 자국민 및 외국인 노동자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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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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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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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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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14.3

오만

쿠웨이트

0.0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자국민

7.2

5.1

UAE

카타르

외국인

주: 카타르와 쿠웨이트는 2018년, 오만은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2016년, 바레인은 2015년 기준.
자료: GCCStat, Labour Statistics in GCC Countries; Gulf Labour Markets and Migration, Data & Documents;
UAE 내각부, Statistics, Statistics By Subject(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7. 15).
106) Baldwin-Edwards(2011), p. 8.
107) Ibid.,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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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유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자국민 실업 증가가 이 국가들 내에서 사회적ㆍ경
제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응한 정책적 움직임은 1990년대 중후반에
걸쳐 본격화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국민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1994년부터 자국민 의무고용제도인 사우디제이션(Saudization)을 시행하였
다. 이 제도는 기업 규모 등과 상관없이 총 인력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국민으
로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시행 초기 5%로 설정되었던 자국민 비중은
2005년 75%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108)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쿠웨이
트, 오만 등도 1990년대 후반에 이와 같은 자국민 의무고용제를 도입하였으며,
UAE는 일정 산업 및 직무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했다. 그러나 GCC 대부분의 국
가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제도의 성과는 미미한 수준
에 그쳤다.109) 우선 제도 이행에 대한 감독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불
이익만 면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했고, 이는 자국민의 서류상 고용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10) 더불어 노동 없이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
시켜 자국민 노동자의 전반적인 근로 태도를 악화시키기도 하였다.111)
최근 GCC 국가들은 자국민 의무고용이라는 큰 틀의 제도적 장치는 유지하되
이를 보완하거나 부수적인 제도를 추가 시행하는 방법으로 자국민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민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관리ㆍ감
독을 강화하고 산업 및 기업 규모별로 적용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2011년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는 자국민의 실질적인 고용 확대를 위해 기존 의무고용제를 대폭
보완한 니타카트(Nitaqat) 제도를 도입하였다.112) 니타카트 제도는 기존 의무
고용제와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의 자국민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회보장
보험(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과 연동하여 노동자에 대
108)
109)
110)
111)
112)

Baldwin-Edwards(2011), p. 43.
IMF(2013), p. 26.
Ibid., p. 26.
KOTRA 관계자 인터뷰(2020. 8. 12, 전문가 간담회).
니타카트는 아랍어로 ‘범위(range)’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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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노동부(Ministry of
Labour)는 이를 통해 각 기업의 자국민 고용 비중을 상시적으로 확인하여 제
재 혹은 인센티브 부여를 비교적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니타카트 제도는 기업 규모 및 업종에 기초하여 자국민 의무고용 비중을 설정
하고 있다(표 4-1 참고). 종전에는 20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모두 동일 기준을
적용받았으나,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내외 사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
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1. 니타카트 적용 기준
(단위: %)

구분

등급

Small B

Medium A Medium B Medium C

Large

Mega

Platinum

27 -

31 -

31 -

31 -

37 -

37 -

제

High Green

21 - 26

26 - 30

26 - 30

26 - 30

31 - 36

31 - 36

조 Medium Green

15 - 20

21 - 25

21 - 25

21 - 25

26 - 30

26 - 30

업

Low Green

9 - 14

16 - 20

16 - 20

16 - 20

21 - 25

21 - 25

Red

0 - 8

0 - 15

0 - 15

0 - 15

0 - 20

0 - 20

Platinum

22 -

16 -

16 -

16 -

16 -

16 -

High Green

17 - 21

14 - 15

14 - 15

14 - 15

14 - 15

14 - 15

설 Medium Green

13 - 16

11 - 13

11 - 13

11 - 13

11 - 13

11 - 13

업

Low Green

9 - 12

8 - 10

8 - 10

8 - 10

8 - 10

8 - 10

Red

0 - 8

0 - 7

0 - 7

0 - 7

0 - 7

0 - 7

건

금
융

Platinum

88 -

91 -

91 -

91 -

94 -

94 -

High Green

82 - 87

86 - 90

86 - 90

86 - 90

91 - 93

91 - 93

Medium Green

65 - 81

76 - 85

76 - 85

76 - 85

86 - 90

86 - 90

Low Green

51 - 64

56 - 75

56 - 75

56 - 75

71 - 85

71 - 85

Red

0 - 50

0 - 55

0 - 55

0 - 55

0 - 70

0 - 70

자료: Tools and Solutions, “Saudization(Nitaqat) New Ratio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5).

니타카트 도입 이후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민 의무고용제도를 재정비
하고 적용 기준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2016년 사우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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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 정부는 자국민 고용 확대 정책에 향후 시행 방향을 설정한 현지화 정책 가
이드라인(Guided Localization)을 발표하였다.113)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정부부처 간 협력 강화 및 지역 특색에 맞춘 니타카트 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2017년에는 석유 및 가스, 금융, IT 부문
기업의 니타카트 적용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2020년에는 니타카트 내 Yellow
등급을 없애고 기존 Yellow 등급에 위치한 기업들을 Red 등급으로 일제히 강
등시켰다.114) 이에 따라 기존 Yellow 등급에 속해 있던 기업은 6개월 내 Low
Green 자격을 갖추지 않는 한 사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갱신 금지 등
Red 등급에 속해 있는 기업과 동일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같은 해 8월에
는 최소 5인의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자국민 엔지니어 비중을
20% 이상으로 강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국민 고용정책 변화는 기존 의무고용제도를 강
화하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중 가장 최근에 도입된 자국민 엔지
니어 쿼터제는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니타카트는 직무에 관계없이 해당 산
업에 적용되는 자국민 비율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 편의에 따라 직무별
자국민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엔지니어 쿼터제는 특정 직무에 대한 자
국민 고용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115) 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직무에 자국민 의무고용 기준이 적용되
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엔지니어 쿼터제 도입 이전에도
직무별 의무고용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공보(Public Relation), 인사(Human
Resource) 등과 같이 사실상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대

113) “Saudi Labor Ministry Unveils New Saudization’ Program”(2016. 3.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7).
114) PWC, Tax and Legal, Sadui Arabia to update its existing Nitaqat Percentages(2017. 8.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8); “Elimination of Yellow Band from Nitaqat Program”(2019.
12.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8).
115) KOTRA, 해외시장뉴스, 투자진출, 「사우디, 현지인 엔지니어 20% 의무고용제도 도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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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였다.
이 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 수수료(Expat Fees)의 도입 및 인상을
통해 자국민 고용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2017년 도입된 외국인 수수료는 부양
가족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부과하는 부양가족 수수료와 외국인 근로자
를 대상으로 고용주에 부과하는 고용부담 수수료로 나눌 수 있다. 부양가족 수
수료는 도입 당시 부양가족 1인당 월 100리얄(약 3만 원)에서 2019년 월 300
리얄(약 12만 원)로 올랐고, 고용부담 수수료(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자국민 근
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근로자 1인당 월 200리얄(약 6만 원)에서 2019년
월 600리얄(약 18만 원)로 대폭 인상되었다(표 4-2 참고).

표 4-2. 사우디아라비아 외국인 수수료 인상 추진 현황
(단위: 리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부양가족 수수료

100

200

300

고용부담

외국인 > 자국민

200

400

600

수수료

외국인 ≦ 자국민

-

300

500

자료: 주젯다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사항,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 KOTRA, 해외시장뉴스, 투자진출, 「사우디,
현지인 엔지니어 20% 의무고용제도 도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3).

UAE의 자국민 의무고용제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제한적이다. 현재
UAE에서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되는 산업은 유통업ㆍ은행업ㆍ보험업에 국한되
며, 직무도 공보, 인사, 데이터 입력(Data Entry)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 중 데
이터 입력 직무에 대한 규제도 2017년 추가 시행되었을 뿐이며, 다른 강화 조
치는 찾아보기 어렵다.116)
반면 UAE 정부는 의무고용비율 설정과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자국민 고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조치를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16) “Major Firms to Enroll Emiraties for Data Entry Positions Starting 2017”(2016. 7. 20),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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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외국인 고용을 위해 자국민을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2012년에는 민간기업이 자국민 노동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해당 고용인의 직업훈련 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는 압셰르 이니셔티브
(Absher Initiative)를 도입하였다.117) 2016년에는 타우틴 게이트(Tawteen
Gate) 시행을 통해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국민 구직자를 우선적
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그림 4-2 참고).118) 이 밖에
도 취직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거주 구직자를 위해 고용센터를 추가 개
설하고, 타우틴 게이트에 등록된 구직자를 위해 취업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하는 등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119)

그림 4-2. UAE 타우틴 게이트 구조도

자료: UAE 인적자원부, “Tawteen Ga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4).
117) Sabry(2013. 4.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4).
118) 타우틴 게이트의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적자원부는 자국민 구직자의 약력과 관심 진로 분
야를 취합한 데이터를 구축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UAE 내 기업에 취직하여 정부에 취업허가신청서
를 제출할 경우 인적자원부는 취합한 데이터를 통해 동일 직무에 관심 있어 하는 자국민이 있는지 여
부를 먼저 확인한다. 그리고 외국인의 취업을 허가하기 전에 동일 직무에 관심을 보이는 자국민 약력
을 해당 기업에 제출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것을 요청한다. 기업이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여
자국민 고용을 거절할 경우에만 외국인 취업허가신청서 발급 절차가 재개된다. 타우틴은 아랍어로
‘자국화’를 뜻한다.
119) TAMM, “Benefits for Emiratis, Employment, Emiratisation Programmes and Initiatives
in Abu Dhab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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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자국민 의무고용에 비교적 소극적인 움직임
을 보이는 이유는 전체 인구 중 자국민 비중이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UAE는 비록 고용에 있어 자국민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 규
모에 비해 절대적인 자국민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
피한 상황이다. UAE의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2019년 기준 약 88.6%
수준으로 주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UAE가 자
국민 의무고용제를 최초 도입할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특정 업종 및 직무
를 대상으로 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UAE가 다
른 GCC 국가들에 비해 고용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는 점도 엄격한 의무
고용제도를 확대하지 않는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와 UAE의 실업률은 각각 6.0%, 2.2%, 청년실업률은 28.8%, 7.1%를 기록하
며 큰 차이를 보였다.120)

그림 4-3. GCC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
(단위: %)
36.0

9.0

32.0

8.0

28.0

7.0

24.0

6.0

20.0

5.0

16.0

4.0

12.0

3.0

8.0

2.0

4.0

1.0

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우디 실업률

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우디 청년실업률

UAE 실업률

18.0

1.8

16.0

1.6

14.0

1.4

12.0

1.2

10.0

1.0

8.0

0.8

6.0

0.6

4.0

0.4

2.0

UAE 청년실업률

0.2

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쿠웨이트 실업률

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쿠웨이트 청년실업률

카타르 실업률

카타르 청년실업률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World Bank, Data(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6. 19).
120) World Bank, Data, 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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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 회원국 중 최근 들어 자국민 고용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국가는 쿠웨이트이다. 쿠웨이트는 전체 인구 대비 자국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자국 재정의 90% 이상을 석유 부문에서 충당하고 있는 등 역내에
서 석유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121) 이에 2014년 하반기부터 시
작된 저유가 기조 및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 우려에 가
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18년 쿠웨이트 중앙은행은 자국 은행의 자국민
고용 비중을 8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발표하고 해당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
는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하였다.122) 아울러 2020년 5월에는 외국인이 자
국 내 지방 행정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미 동 기관에 고용되어 일
하고 있던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자 갱신을 불허하였다. 같은 해 8월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 인구 비중을 향후 30%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60세 이상
대졸 미만 외국인에게 노동비자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쿠웨
이트 의회는 국가별 인구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즉 전체 인
구 대비 자국 내 인도 및 이집트인 거주 비율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 더
이상의 국내 거주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123) 예를 들
어 해당 법안은 쿠웨이트 내 인도인 비중을 총 인구의 15%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실제 적용되면 80만 명의 인도인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3개국의 자국민 의무고용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변화의 강도 및 빈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는 UAE 대비 석유에 대한 의존
도 및 노동시장 내 자국민 비중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서 더욱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엔지니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
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직무에도 최근 자국민 의무고용 기준을 적용하였는
데, 역내 고학력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기
121) Crisp(2020. 6.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5).
122) Saleh(2018. 3.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2).
123) Mulla(2020. 9.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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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향후 이러한 기조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124)
GCC 국가들이 자국민 고용 확대에 이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로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와 역내 고용불안의 심화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수급구조 변화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
황에서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기대할 수는 없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 국제유가가 대폭 하락하는 등 경기변동 리스크가 더욱 증가하였다. 이는
GCC 국가들이 그간 국민들에게 지급하던 복지 수준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저유가 기조에 따른 경기 둔화 지속으로 역내 고용
악화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적 상황이 자국민에 대한 복지
수준을 유지하거나 고용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GCC
국가들이 자국민 고용 확대에 대한 정책 시행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GCC 국가들의 자국민 고용 확대 촉진은 자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그동안 GCC 내에서는 종교적ㆍ문화적
이유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그림 4-4 참고). 그러나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경기 둔화로 GCC 국가들도 여성 노동력을 더 이상
경제활동에서 배제하기 힘들어졌다. 여성 노동력의 확대는 자국민의 1인당 소득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은 물론 세금 인상, 보조금 축소 등으로 최근 악화된 민심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125) 아울러 자국 여성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면
불필요한 외화 유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24)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법률사무소 B변호사와의 화상 인터뷰(2020. 9. 16, 전문가 간담회).
125) 정재욱 외(2019), p. 22,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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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전체 노동인력 중 여성 비중(2019년)
50.0
45.0

44.2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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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30.0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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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20.0

17.6

15.8

15.0

13.7

12.7

카타르

오만

10.0
5.0
0.0
OECD

세계

쿠웨이트

바레인

UAE

사우디

자료: World Bank,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30).

물론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로 연결되어 현재 GCC 국가
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국민 고용 확대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가 강화될수록 기업이 노동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은 일반적으로 현
지인 노동자보다는 기술 및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한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을 선호한다. 실제로 GCC 지역에 투자 진출한 기업들 중
에서 현지인 고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126) 현지인 고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첫째, 노동자의 낮은 생산
성으로 기업의 경영비용이 증가한다. 현지인 노동자는 전반적으로 업무 관련
지식 및 기술 수준이 낮을뿐더러 근무시간을 엄수하지 않는 등 업무태도가 좋
지 않아 생산성이 낮다.127) 현지인 노동자에게 할당된 업무를 다른 노동자가
대신 수행할 경우 이는 곧 기업 전체의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인 노동자의 근무 태만은 주변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전체 근무자의
126)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2020. 7. 23, 전문가 간담회, 세종); KOTRA 관계자
인터뷰(2020. 8. 12, 전문가 간담회, 서울).
127) UAE 진출기업 A사 관계자 서면 인터뷰(2020. 10. 25);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기업 B사 관계자 서면
인터뷰(2020. 10. 22);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기업 C사 관계자 서면 인터뷰(2020. 10. 25); 설문
조사(2020. 9~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행, 중동 진출기업 현황 및 애로사항 관련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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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태도 악화로 나타난다.128) 그렇다고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현지인
노동자를 즉각 해고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현지 관공서는 자국민을 우대하는
관례가 있어 관공서 관련 업무는 현지인이 처리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인 노동자를 해고하면 그간 해당 노동자가 쌓
아왔던 대외 네트워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129)

나. 민간부문 고용환경 개선
최근 GCC 국가들은 자국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부문 고용환경을 적
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각국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공
공부문 확장을 통한 자국민 고용 확대는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
다. 아울러 주로 외국인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민간부문의 고용환경은 대체로
공공부문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 여지가 많다. 민간부문의 고용환경을
공공부문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자국민의 공공부문 일자리 선호 현상
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역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제도적 변화는 기업의 최저임금제 준수 여부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보호제도(WPS: Wage Protection System)의
도입이다.130) WPS는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임금 지불 시 은행 및 여타 금융기
관을 통해 지급하게 하여 지불 여부 및 지불액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업이 각국의 최저임금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역내 WPS를 최초 도입한
국가는 UAE로 200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2013년), 오만(2014년), 카타르(2015년), 쿠웨이트(2015년), 바레인(2019년)
이 잇따라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128) KOTRA 관계자 인터뷰(2020. 8. 12, 전문가 간담회, 서울).
129) KOTRA 관계자 인터뷰(2020. 8. 12, 전문가 간담회, 서울).
130) ILO(2019),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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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는 GCC 국가들의 WPS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131) GCC 국가들의 WPS는 처벌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감시
기능만 있을 뿐 노동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
금지급기를 통한 임금 지불 시 정확한 액수 확인이 불가능하고 고용주가 파산
등으로 임금 지불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그러나 ILO
는 GCC 국가들의 민간부문 고용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WPS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저임금제 자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132) 2020년 카타르는 자국
최저임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전체 노동자로 확장한 바 있다. 그간 카타르 정부는
공공부문에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였으나, 이를 전체 노동시장으로 확장하여
민간부문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하였다. 이에 카타르는 GCC 국가 중
최초로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2020년 현재
오만은 자국민, 바레인은 공공부문, 쿠웨이트는 민간부문을 대상으로만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기업이 니타카트 제도의 자국민 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국민에 월 3,000리얄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표 4-3 참고).

표 4-3. 국가별 최저임금제 도입 현황
구분

도입 여부

최저임금(월)

비고

카타르

O

750리얄(206달러)

쿠웨이트

O

75디나르(247달러)

∙ 민간부문에만 적용
∙ 자국민에만 적용

-

오만

O

325리얄(845달러)

바레인

O

300디나르(798달러)

사우디
아라비아

X

-

∙ 니타카트 제도 내 자국민 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월 3,000리얄(800달러) 이상을 자국민에게 지급

UAE

X

-

-

∙ 공공부문에만 적용

자료: ILO(2019), p. 1.
131) ILO(2019), p. 3.
132) Ibid.,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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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최근 GCC 국가들의 민간부문 고용환경 개선 노력을 국가별로 살펴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민간부문 노동시간을 축소시키고 실업급여제도를 도
입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GCC 국가들의 노동시간은 세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짧다(표 4-4 참고). 미국(1,846.2시간), 영국
(1,694.9시간), 독일(1,655.0시간) 등의 연간 노동시간은 1,600시간을 상회하
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는 1,500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자
국민이 주로 고용되어 있는 공공부문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카타르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시간이 민간부문에 비해 22.0%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133)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동시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민간부문 주간 노동시간을 기존 45시간에서 40시
간으로 감축하였으며, 민간부문 노동자의 주 5일 근무를 보장하였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처벌 방법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
문에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34)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2011년 자국민 실업자의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실업
급여를 도입하였다. 단 실업자가 해당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구직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현재 GCC 국가들 중 실업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이 있으며, 모두
자국민을 대상으로만 이를 운영하고 있다.

표 4-4. 주요국의 노동시간 비교
구분

주간 근무시간

연간 휴가일 수

공휴일 수

연간 근무시간

미국

40.0

20

10

1,846.2

아일랜드

39.0

24

9

1770.6

스페인

38.4

22

14

1720.3

아부다비

37.5

24

10

1,695.0

133) World Bank(2018), p. 46.
134) Ibid.,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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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구분

주간 근무시간

연간 휴가일 수

공휴일 수

연간 근무시간

영국

37.3

25

8

1,694.9

스웨덴

37.1

25

11

1,662.1

독일

37.7

30

11

1,655.0

프랑스

35.6

25

11

1,594,9

사우디아라비아

35.0

35

17

1,456.0

카타르

35.0

33

23

1,428.0

쿠웨이트

30.0

39

12

1,254.0

자료: World Bank(2018), p. 46.

UAE는 민간부문 근무환경 평가체계를 재정비하고 남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
휴가제도를 도입하였다. 2018년 UAE 정부는 민간부문 자국민 노동자에 대한
근무환경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평가체계를 재정비하고 인적자원부 내 이
를 위한 단독 부서를 설립하였다. 같은 해 UAE는 자국민과의 계약을 해지한 민
간부문 고용주에게 사후 인터뷰를 통해 적절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135) 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노동법」에 근거해 있지 않을 경
우 고용주는 건당 2,000디르함(약 544 달러)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UAE는 민간부문 남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제도를 중동 지역 중 최초
로 도입한 국가가 되었다. 2020년 8월 UAE는 생후 6개월 내 아기를 키우고 있
는 남성 근로자에게 5일간의 출산휴가를 지급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승인하
였다.

135) BSA, “New Rules Regulating the Employment of the UAE Nationals in the Private Secto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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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역량 제고
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CC 국가들의 자국민 의무고용정책은 다른 나라에서
진출한 민간 기업에게는 인건비 증가 및 기업생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
다.136) 또한 현지인은 자신들의 직무역량에 관계없이 고임금의 관리자 직급을
선호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배분이 어렵다.137) [그림 4-5]를 보면 GCC
국가들이 포함된 MENA 지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
하게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자국민
의 직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4-5. 주요 지역 및 경제권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2014~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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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Conference Board, “Data. Productivity & Innovation, Total Economy Data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0).138)

136)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법률사무소 B변호사와의 화상 인터뷰(2020. 9. 16, 전문가 간담회).
137) Aldossari(2020), p. 24.
138) The Conference Board는 전 세계 사업을 비롯해 경제 관련 데이터 및 연구자료를 제공하는 비영
리단체이며, 이 기관은 Total Economy Database를 통해 국가 및 지역별 고용, 노동시간, 노동 질,
노동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 등의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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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인적자원개발펀드(HRD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를 통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이
펀드는 자국민의 민간부문 고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그동안 개인과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금융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국민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
적인 예로 2015년에 시작한 도룹(Doroob) 프로그램이 있다.139) 도룹은 전문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국민에게 경영, 회계, 컴퓨터, 보건 등의 분야와 관
련한 무료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140) 해당 프로그램 수료증 소
지자에게는 인적자원개발펀드와 제휴를 맺은 기업에 취업할 기회도 제공된다.
또 다른 예로는 2018년부터 시작된 탐히르(Tamheer) 프로그램이 있다.141)
탐히르는 자국민 중 최근 6개월간 취업을 하지 않은 학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
졸업자를 대상으로 3~6개월간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 국제기구 등에서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142) 인적자원개발펀드는 탐히르 프로그램 참
가자에게 매달 3,000리얄(8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
가자를 고용한 기업에는 해당 인원의 산업재해보험금도 지원한다.143) 그리고
이와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성공 사례가 늘어나자 자국민 고용
에 대한 단순 금융 지원보다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144)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술직업훈련청(TVTC: Technical and Vocational
Training Corporation)은 2013년 민관 합작 직업교육 과정인 CoE(Colleges
of Excellence)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145)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재정
139)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 Programs, Training Support Programs, Doroob
Progra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8).
140) 도룹(Doroob)은 아랍어로 ‘경로’ 또는 ‘길’을 뜻한다.
141) 탐히르(Tamheer)는 아랍어로 ‘재능’을 뜻한다.
142)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 Programs, Training Support Programs. Tamheer
Progra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7).
143) Ibid.
144) “Diploma holders to be trained for job market”(2020. 8. 2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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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하고 외국의 우수 대학이나 직업훈련 기관이 자국의 민간 기관과 공동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일종의 민관 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2013년 9월 10개의 CoE가 설립되었으
며, 2015년에는 37개까지 늘어났고, 이 중에는 영국(Nescot, Lincoln College,
Moulton College), 미국(Laureate), 호주(Aviation) 등 영어를 사용하는 국
가의 교육기관이 많았다.146)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을 없애고 직업훈련
기회를 늘려 여성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중 학사학위 이상의 고등교육 등록률은 69.9%로,
남성(66.3%)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실업률을 보인다(그림 4-6, 4-7
참고). 여기에는 여성의 사회ㆍ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관습 및 제도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한편 여학생 중 인문학 및 예술 등 취업과 연관성이 낮은 전공을
선택한 비중이 높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147) 이에 2016년에는 여성
을 위한 모바일 기술 및 전기설비 정비 등에 대한 무료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하였고,148) 2020년 9월에는 여성에 기술을 가르치는 디지털 대학이 리야드와
젯다에 국내 최초로 설립되었다. 디지털 대학의 설립 목적은 ‘비전 2030’의 디
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네트워크 시스템, 미디어 기술,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로봇기술,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의 기술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할 계획이다.149)

145) The business year, “Learn for Lif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6).
146) 장세원 외(2015), p. 60. 그러나 일부 CoE 위탁기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계약금 연체 또는 지
속적인 손실 발생으로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Camden(2019. 1. 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3).
147) 정재욱 외(2019), p. 45.
148) “Free training courses to empower Saudi women”(2016. 12.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3).
149) “Saudi education minister opens two digital colleges for women”(2020. 9. 17),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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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사우디아라비아의 성별 및 교육
수준별 등록률

그림 4-7. 사우디아라비아 남성과 여성의
실업률 추이(201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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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정부는 저유가 상황에서 청년층의 취업 의지와 기술 관련 직업교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150) 예를 들어 UAE
전체 인구의 29.4%를 차지하는 아부다비에서는 아부다비 기술직업교육훈련
센터(ACTVET: The Abu Dhabi Centre for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아부다비 직업교육훈련원(ADVETI: Abu Dhabi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국립직업교육원(NIVE:
National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등의 기관이 취업 및 직업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 6월 샤르자 정부도
샤르자 교육원(Sharjah Education Academy) 설립에 관한 왕령(Decree
No. 10)을 발표하고 지역 주민의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151)
앞서 언급한 ADVETI는 ‘전문 공학 훈련 프로그램(Specialized Engineering
Training Programs)’을 통해 직업훈련이 기업의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150) UAE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주로 고등교육을 받는 것 자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2014년까지만 해도
직업교육을 받는 자국민 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했다. “UAE needs vocational courses-not just
university degrees, say parents and teachers” (2019. 2.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8).
151) “Sultan issues Emiri decree to establish Sharjah Education Academy”(2020. 6. 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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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프로그램은 2020년 2월에 현지 자동차 유통 및 부품 생산 기업인 알 하브
투르 모터스(Al Habtoor Motors)와 직업훈련에 관한 협약 체결을 통해 마련
되었는데,152) 자동차 분야의 새로운 기술 도입에 맞춰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153) 그리고 알 하브
투르 모터스가 학생들에게 자동차 공학과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과 장학금 등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종료 후에는 우수한 학생을 채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표 4-5.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주요 직업교육훈련 지원 강화 제도
국가

주요 제도

내용

탐히르(Tamheer) ∙ 자국민 중 대학교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3~6개월간 정부기관, 기업,
국제기구 등에서 훈련 기회 제공
프로그램
도룹(Doroob)
프로그램
사우디
아라비아

UAE

∙ 자국민을 대상으로 경영, 회계, 컴퓨터, 보건 등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습득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온라인 강좌 제공
∙ 프로그램 수료증 소지자는 HRDF 제휴 기업에 취업 지원 시 혜택 제공

CoE(Colleges of
∙ 해외 직업훈련기관 및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기관이 사우디
Excellence)
아라비아 내 직업훈련기관 위탁 운영
프로그램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 2016년 여성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 계획 발표, 여성의 기술 분야
진출 지원, 여성에 유학 기회 제공
∙ 리야드(Riyadh)와 젯다(Jeddah)에 여성을 위한 디지털 대학을 설립

직업훈련기관
설립

∙ 아부다비 기술직업교육훈련센터, 아부다비 직업교육훈련원, 국립직업
교육원 등에서 취업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 샤르자 교육원 설립에 관한 왕령(Decree No. 10) 발표(2020년 6월)

전문 공학교육
프로그램

∙ 알 하브투르 모터스가 학생들에게 자동차 공학과 관련된 교육 프로
그램과 장학금 등 제공, 직업훈련 종료 후 우수한 학생 채용

자료: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 Programs, Training Support Programs, Tamheer Progra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7);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 Training Support Programs, Doroob
Progra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8); The business year, “Learn for Lif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6); “Saudi education minister opens two digital colleges for women”(2020. 9.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8); “Free training courses to empower Saudi women”(2016. 12.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3); UAE Government, Information and services, “Educatio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8); “New course launched for Emiratis in automotive sector”(2020. 2.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Sultan issues Emiri decree to establish Sharjah Education Academy”
(2020. 6. 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정재욱 외(2019), p. 77.
152) “New course launched for Emiratis in automotive sector”(2020. 2.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153) “Abu Dhabi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signs a cooperation agreement
with Al Habtoor Motors”(2020. 2.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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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해외 협력 사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 국가들은 자국 내 직업훈련 역량을 글로벌
기업과 연계하여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UAE의 에미리트 원자력공사(ENEC: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는 2009년부터 원자력 기술 분야 학사학위 프로그램(Higher Diploma
Programme in Nuclear Technology)을 운영하고 있다.154) 이 프로그램은
총 8학기 중 6학기는 아부다비 폴리테크닉(Abu Dhabi Polytechnic)과 바라카 원
전 운영법인인 나와(Nawah)의 역량 강화 및 훈련 담당 부서(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Department)에서 이론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머
지 2학기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실습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UAE의 고등기술대학(HCT: The Higher Colleges of Technology)은 첨
단기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월에는 세계적인 IT 기업인 오
라클과 기술협력 파트너십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155) 오라클은 기술 아
카데미에서 혁신기술과 관련된 공무원과 고등기술대학에 있는 약 1,000명의
교육생에게 인공지능, 머신러닝,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교육을 진
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은 UAE의 ‘인공지능 전략’과 장기 비전인 「센
테니얼 2071」에 맞춰 UAE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고도화하고 혁신적인 업무환
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부문 교육도 포함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기술직업훈련청(TVTC)은 2019년 중국 화웨이(Huawei)
자회사인 HAINA(Huawei Authorized Information and Network Academy)
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리야드에 HAINA 아카데미(HAINA Academy)를 설립
하였다.156) 이 기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청년들에 ICT 기술에 관한 실무경험 및

154) “Developing UAE’s nuclear workforce”(2020. 2.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155) Guantario(2020. 1.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8).
156) Colleges of Excellence, New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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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인력은 향후 화웨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매년 100명의 사우디아
라비아인을 훈련시키는 것이 동 기관의 목표이며, 화웨이는 이를 통해 다수의
전문인력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HAINA와 TVTC는 향후 젯
다에도 HAINA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2017년 사
우디아라비아 전자제품직업훈련원(Saudi Electronics and Home Appliances
Institute)은 일본의 니폰공업대학교(Nippon College of Engineering)와 커
리큘럼 확장 및 교육인력 지원 등의 상호협력을 추진한 바 있다.157)
국내 기업도 GCC 국가들과의 직업교육훈련 부문에서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
와의 합작기업인 PSA(Posco Saudi Arabia) 내 현지인 노동자를 한국으로 초청
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158) 한국에 초청된 현지인 노동자는 한국건
설기술교육원(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Education)
의 위탁교육을 통해 프로젝트 관리 등 건설사 근무에 필요한 역량 교육을 받았
다. 포스코건설은 PSA 설립 당시부터 건설 관련 선진기술을 전수하는 것뿐 아
니라 현지인 고용, 인력 개발 등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및 「사우디 비전 2030」
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159) 현대중공업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의
현지 합작회사 IMI(International Maritime Industries)의 교육훈련기관인
NMA(National Maritime Academy)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기술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교육 협
력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4년부터 현지 직업훈련기관과 파트너십
을 체결하여 사우디인에게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리야드,
젯다 등에 삼성기술연구소(Samsung Tech Institute)를 설립하였다.160) 2020년
157) Estimo Jr.(2017. 2. 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4).
158) PSA는 2016년 포스코건설과 PIF가 사우디 정부의 건설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공동 투자한 현지 법
인으로 최초 PECSA(Posco E&C Saudi Arabia)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159) 박상효(2016. 6. 30); 안상미(2017. 10. 30),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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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기술교육기관인 미스크 아카데미(Misk Academy)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자사의 삼성혁신캠퍼스(Samsung Innovation Campus)
를 통해 현지인에게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관련한 교육 기회를 제
공하는 과정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2020년 7월부터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온라인 교육과정도 추가하였다.161) 해당 교육과정은 12주 동안
인공지능 기술 관련 이론교육 및 실습을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
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162)
한편 국내 공공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은 SMART PPE(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Pre-Project Engineering) 사업을 통해 사우디 왕립원자력신재생
에너지원(K.A.CARE: King Abdulla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의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163)164) 양
기관은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내 SMART 원전 건설을 위한 사전 검토ㆍ분석
사업인 SMART PPE를 개시하였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3년간 한국 측
3,000만 달러, 사우디 측 1억 달러 등 총 1억 3,000만 달러를 공동 투자해 시
행하였으며, 한국 측 분담금은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씩 조달하였다. 이 사업
의 일환으로 K.A.CARE 연구인력 36명은 2년 6개월간의 일정으로 원자로공
학, 원자로 설계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한편 2019년 9월 과학기술정통
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K.A.CARE와의 MOU 체결을 통해 SMART 원전 상
용화를 위한 기술협력,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SMART PPE 사업에 대한 후속
160) “Samsung Tech Institute to rise in Madinah, Jeddah and Riyadh”(2014. 6. 1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8).
161) “Samsung partners with Misk Academy for online course on AI”(2020. 7. 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10).
162) “Samsung Innovation Campus and Misk Academy partner to launch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equipping Saudi youth with future skills”(2020. 7. 7),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0. 9. 18).
163) 한국원자력연구원 블로그, 세계 속의 KAER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6).
164) K.A.CAR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2010년 설립한
기관으로, KAERI가 개발한 소형 원자로인 SMART 원전에 그간 관심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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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시사점
GCC 국가들의 자국민 고용확대정책은 기업들의 투자 진출 리스크로 작용
하고 있다. 자국민 의무고용정책에 대한 현지 진출기업들의 부담은 계속 존재해
왔지만, GCC 국가들이 최근 적용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
도를 시행함에 따라 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단지 제도적인 강화뿐만 아
니라 실제 정부의 감시활동도 강화되었다. 즉 기업 내 자국민 고용 상황을 확인
하려는 정부점검단의 태도가 더욱 엄격해지고 방문 빈도수도 증가하였다.165)
아울러 GCC 국가들의 민간부문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기업의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GCC 국가들의 규제는 산업발전 저해, 우수한 외
국인 노동자 이탈, 외국인 투자 유입 감소 등 GCC 국가들에게도 부정적인 결
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GCC 국가들의 고용 규제와 글로벌 기업과의 직업훈련 협력 사
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GCC 내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현지 노동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한다. GCC 내에는 자국민 쿼터제와 같이 역외 국가들에서 쉽게 접할 수 없
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을뿐더러 역내 국가 간에도 제도의 종류나 적용 범위, 기
준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이 국가들 내에서 자국민 고용정책
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고용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국민 고용 확대에 대한
165) KOTRA 관계자 인터뷰(2020. 8. 12, 전문가 간담회, 서울);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법률사무소 B변호
사와의 화상 인터뷰(2020. 9. 16, 전문가 간담회);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기업 B사 관계자 서면 인터
뷰(2020. 10. 22);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기업 C사 관계자 서면 인터뷰(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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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관심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또한 GCC 국가들은 법률적ㆍ제도적 변동
사항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공지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러한 변화를 스스로 찾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166)
둘째, 역내 투자 진출 희망 기업은 GCC 국가들의 노동 규제에 따른 비용을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 최근 GCC 국가들의 노동정책 및 제도는 기업의 경영비
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지인 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통상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기 때문에 자국민 고용 쿼터제의 강화는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카타르는 최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기업이 니타카트 제도 내 자국민
채용을 인정받으려면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현지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성 분석 시 최근 노동 규제의 변화를 최대한 반영
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 규제가 향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정부와 기업은 GCC 국가들과의 인력개발 협력을 더욱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GCC 국가들 간의 인력개발 협력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공관 및 기업에게 관련 협력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사업 분야가 한정적이고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고 있
다.167)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 부문의 선진 기술력을 활용하면 좀 더 다양한 부
문에서 장기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육기관이나 민간
기업이 현지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정기화하거나 투
자 진출기업이 현지 파트너사와 추진하고 있는 관련 교육사업에 정부가 금융지
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66) KOTRA 관계자 인터뷰(2020. 8. 12, 전문가 간담회, 서울).
167) KOTRA 관계자 인터뷰(2020. 8. 12, 전문가 간담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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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율 인상
가. GCC의 관세동맹 체결 및 FTA 추진
GCC는 2003년 관세동맹을 출범하면서 역외 수입에 대한 5%의 단일 관세
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6개국은 1981년 정치 및 안보 공동체로 걸프협력기구(GCC: Gulf Cooperation
Council)를 출범하였다.168) GCC는 1982년에 통일경제협정(Unified Economic
Agreement)을 통해 역내 인력, 상품, 자본의 이동도 자유화했다. 1983년부터는
GCC 국가 간 교역에 0%의 관세율을 적용하면서 경제협력기구의 역할도 추가
하고자 하였다.169) 1993년에 관세 단일화에 대한 회원국 간 기본 원칙은 수립
되었으나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2003년부터 단계적 관세동맹을 체결
하게 되었다.170) 그리고 GCC 외부로부터 들여오는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5%의
통합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2000년까지만 해도 10%를 상회하던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의 관세율은 2003년을 기점으로 10%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며, 다른 GCC 회원국의 관세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171)
관세동맹이 체결된 2003년을 기점으로 낮아진 GCC의 관세율은 2017년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에서 제공하
는 MFN(Most Favored Nation) 가중평균관세율 데이터를 보면,172) 관세동

168)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Secretariat General, “About GC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7).
169) FTA 강국, KOREA, 우리나라 FTA, 한-GCC FTA, 국가정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7).
170) 배희연(2005), p. 15.
171) GCC 개별 국가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12~20%)에 대해서는 고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수입 품목에서 수입 금지 및 5%를 초과하는 고관세율 품목의 비중은 1.5%로 많지 않다.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Knowledge product. United Arab Emirates-Import
Tariff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2); 명진호, 박지은, 서은영(2015), p. 12.
172) MFN(Most Favored Nation) 세율은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가장 낮게 운용하는 세율을 뜻한다.
관세청종합솔루션, FTA 활용정보, 세율정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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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이 체결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GCC의 관세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
다.173) 그러나 2017년 바레인, 쿠웨이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회원국
대부분의 관세율이 소폭 인상되었다. 이는 2017년에 개정된 GCC 통일관세
(Unified GCC Customs Tariff)에 담배, 주류 등 자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제품 수입에 대해 100~125%의 고관세율을 적용한 것이 주요 원인
으로 보인다.174) 하지만 최근 인상조치에도 불구하고 GCC 회원국의 전 세계
관세율 순위는 116~129위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175) GCC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중 현지의 관세율 수준이 해당 기
업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체감하는 비중도 아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76)
GCC는 2008년 공동시장을 출범하면서 GCC 차원의 FTA를 추진해왔으나
자국 산업 보호 및 정치적 갈등 등으로 최근에는 관련 논의가 다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움직임과 함께 GCC도
개별국가 차원의 FTA를 추진하였다. 특히 바레인과 오만은 각각 2004년 9월과
2005년 6월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표 5-1 참고). 하지만 2008년
GCC 회원국이 공동시장을 출범하면서 이후 FTA는 GCC 차원에서 추진되었
다.177) GCC 회원국 공동으로 진행한 최초의 FTA는 2008년 12월 싱가포르와
체결한 ‘GCC-싱가포르 FTA’이다. 2009년에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으로 구성된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상도 진행하였다. 하지만 2010년

173) WITS, “Tariff. MFN Weighted Average from Worl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0).
174) export.gov, “Bahrain, Country Commercial Guide. Bahrain-Import Tariff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23).
175) IMF(2018), p. 13, p. 15.
176) 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GCC의 관세율 수준이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63.3%는 ‘그렇지 않다’, 또는 ‘보통이다’를 선택했으며, 36.7%는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였다. 설문조사(2020. 9~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행, 중동 진출기업
현황 및 애로사항 관련 설문).
177) FTA 강국, KOREA, 우리나라 FTA, 한-GCC FTA, 국가정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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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 회원국 간 산업육성 및 보호, 제도 마련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서
FTA 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ㆍ일본 등과의
추가 협상도 중단되었다.178) 이후 2014년 3월에 개최된 GCC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FTA 재추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그 결과 2009년에 체결된 EFTA가
2014년 7월에 발효되었고 중국과의 협상도 다시 진행되었다.179) 2014년 이후
FTA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기는 했으나 새롭게 체결된 협정은 없다. 더욱이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카
타르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면서 GCC 차원의 FTA 논의 자체가 다소 불
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GCC의 FTA는 지난 2009년 3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180)

표 5-1. GCC의 FTA 체결 현황
주체

진행 상황

대상 국가

바레인

FTA 발효

미국

∙ ’04년 9월 FTA 체결, ’06년 8월 발효

오만

FTA 발효

미국

∙ ’05년 6월 FTA 체결, ’09년 1월 발효

GCC

FTA 발효

GCC

협상 타결

GCC

협상 중

GCC

협상 중단

주요 일자

싱가포르

∙ ’08년 12월 FTA 체결, ’13년 9월 발효

EFTA

∙ ’09년 6월 FTA 체결, ’14년 7월 발효

뉴질랜드

∙ ’09년 10월 타결

중국

∙ ’16년 3월 협상 재개, ’16년 12월 9차 협상 진행

인도

∙ ’06년 3월과 ’08년 9월 1ㆍ2차 협상

일본

∙ ’07년 1월 1차 협상

터키

∙ ’05년 11월 1차 협상

파키스탄

∙ ’06년과 ’08년 1ㆍ2차 협상

한국

∙ ’06년 10월~’09년 7월까지 1~3차 협상

호주

∙ ’07년 7월 협상 개시 후 ’09년 6월까지 4차 협상

EU

∙ ’90년 협상 개시 후 ’08년 말까지 협상

Mercosur

∙ ’05년 11월 1차 협상

자료: 주사우디아라비아대한민국대사관, 주재국 정보,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동향 GCC FTA체결 현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유희진(2014), p. 20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178) 명진호, 박지은, 서은영(2015), p. 1.
179) 금혜윤(2018), p. 35.
180) FTA강국, KOREA, 우리나라의 FTA, 한-GCC F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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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율 인상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20년 6월 20일부로 약 1,390개의 상품에 대해
최대 20%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에 자국 도착 상품
대부분에 대해 5%의 GCC 통합 관세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2020년 4월 내각
결의(Cabinet Decision No. 559)를 통해 약 2,290개의 품목에 대해 6월 10일
부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181) 이후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새
로운 관세율 적용을 유예한 바 있으나 6월 20일부터 기존 계획에서 자동차ㆍ식
품 등을 제외한 약 1,390개의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단행하였다.182) 사우
디아라비아 정부는 관세율 인상과 관련해 자국 내 최종 철강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중간재 및 원자재, GCC 내 국가 간 거래 등은 면세 대상이라고 밝혔
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율 인상 조치는 지난 5월 부가세를 5%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것으로,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도 연관
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83)

표 5-2.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관세율 인상 품목 및 변경 내용
품목

HS Code

기존 관세

인상 후 관세

수송기계

8703

5%

7%

기계부품

8481

5%

10%

전력케이블

8544

12%

15%

변압기

8504

5~12%

15%

에어컨

8415

12%

15%

냉장고

8418

5%

10%

고무제품

4011

5%

15%

폴리에테르

3907

5%

6.50%

181) 윤수한(2020. 6.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9).
182) 위의 자료.
183)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다른 GCC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정부재정 적자 규모가 크지 않거나 낮은
관세율을 이용한 역내 교역 중심지의 입지 유지 등을 이유로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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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품목

HS Code

기존 관세

인상 후 관세

철, 비합금강

7207

5%

10~12%

열연, 후판

7208

5%

10~15%

냉연

7809

5%

15%

도금재

7210

5%

12~15%

봉강, 선재

7213

10%

20%

자료: 윤수한(2020. 6.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1).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율 인상이 다른 GCC 회원국으로 확대된다면 우리
기업의 대GCC 진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율 인
상은 가격이 수출경쟁력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철강 및 플라스틱 등으로, 해당
제품을 현지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184)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관세 인상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관세율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관련한 계약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
고 있어 관련 분쟁도 예상된다.185) UAE와 카타르를 비롯한 다른 GCC 회원국
은 무역 활성화를 위해 관세 환급 또는 면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186) 관세
율을 인상하겠다는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향후 정부 재정수입 확
충 및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다른 GCC 회원국의 관세율도 인상된다면 이
는 중동 내 최대 수출국이 집중된 GCC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상품 수출 감
소 및 현지 건설 프로젝트 수주 기업의 비용 증가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184)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11개 기업 중 8개 기업(4개 기업은 1순위, 4개 기업은 2순위)이 현지의
주요 수출입 환경 변화로 관세율 인상을 꼽았다. 설문조사(2020. 9~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행,
중동 진출기업 현황 및 애로사항 관련 설문).
185)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기업 B사 관계자 서면 인터뷰(2020. 10. 22).
186) 「사우디, 세수 확보 차원에서 수입관세 인상(2020년 6월 10일 시행)」(2020. 6. 7),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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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관세조치 증가
가. 수입규제조치
GCC는 2004년에 수입규제에 관한 공동 법령을 마련하였지만 실질적인 조
치가 이루어진 것은 2015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GCC 국가들은 2004년
덤핑, 보조금, 수입 증가 등의 행위에 대한 GCC 차원의 대응을 위해 ‘반덤핑,
상계관세(Countervailing),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에 관한 GCC 공동
법령(common law)’을 마련하였다.187) 또한 개별 회원국은 공동 법령을 기초
로 자국의 제도를 정비하였다. GCC는 해당 법령을 적용하고 현지 기업의 통상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무역 피해방지 기술사무국(GCC-TSAIP:
GCC-Bureau of Technical Secretariat for Anti Injurious Practices in
International Trade)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GCC 공동 법령은 2004년 도
입되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가 2015년 이후부터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2014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현지 정부의 재정수입 확충 및 산업 다각화
를 위한 자국 기업 보호에 대한 필요성 증가와도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
다.188) 한편 우리나라에 대해 진행한 GCC 차원의 수입규제는 2020년 10월
기준 조사 중인 건을 포함해 총 4건(1건의 반덤핑관세, 3건의 세이프가드)이
있다(표 5-3 참고).189) 지금까지 진행된 GCC의 수입규제조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수입 억제에 대한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관련 규제는 더
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87) WTO(2014), p. 7.
188) UAE 진출 A법률사무소 변호사 인터뷰(2020. 8. 12, 서울).
189) 홍정완(2020),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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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1. 비관세조치의 구분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easure)는 수입규제조치, 기술적 조치, 기타 조치로 분류할 수 있다.
수입규제에는 세이프가드 및 특별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가 있다. 그리고 기술적 조치에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기술조치가 있으며, 기타 조치에는 수량제한, 저율 관세할당, 수출보조금,
국영무역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관세조치’와 ‘비관세장벽’이 혼용되며,190) 이 보고서에서는 비관
세조치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대분류

소분류
세이프가드(SG: Safeguard)
및 특별 세이프가드
(SSG: Special Safeguard)
반덤핑관세

수입규제

(ADP: Anti-Dumping

조치

Practices)

설명
∙ 특정 수입품이 증가하여 동종 상품이나 직접 경쟁상품
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그
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하는 조치
∙ 일반적으로 관세인상ㆍ수량제한관세 쿼터 형태
∙ 수입국 경제에 피해를 야기하고 국제무역을 교란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수출기
업의 상품에 대해 부과
∙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상품이 자국시장으로 수입

상계관세
(CD: Countervailing Duty)

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수입국이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해당 수입상품에 대하여 보조금
액수에 상응하는 특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보조금
의 효과를 인위적으로 상쇄하는 대응 조치
∙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ㆍ음료ㆍ사료의 첨가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
∙ SPS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GATT 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

기술적

∙ 어떤 상품에 대한 표준화제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조치
무역기술조치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수 있는 국가 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 지칭
∙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BT)’ 전문에는 기술적 장벽을 포장, 표시, 등급표
시를 포함한 기술규정 및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 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것으로 정의(암묵적)

주: 수입규제 및 기술적 조치를 제외한 기타 조치에는 수량제한(QR: Quantitative Restriction), 저율 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s), 수출보조금(ES: Export Subsidies), 국영무역(State Trading Enterprises) 등이 있음.
자료: KOTRA(2020), pp. 1~18; 산업통상자원부(2013), p. 33, p. 77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190) KOTRA(2020), p. 1.

134 • 저유가 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표 5-3. GCC의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
HS CODE

품목

규제 내용

조사 개시일

72~73

철강제품

세이프가드(조사 중)

2019. 10. 23.

3824.40

시멘트용 가공첨가제

세이프가드(규제 중)

2017. 9. 20.

7210.70, 7210.90

도금강판

세이프가드(규제 중)

2016. 6. 9.

8507.10

납축전지

반덤핑관세(규제 중)

2015. 12. 31.

자료: KITA.net, 무역통상정보, 수입규제D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6).

GCC 차원에서 이루어진 수입규제조치 중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반덤핑관
세 부과는 ‘35~115암페어 용량의 자동차용 배터리’와 관련해 1건이 있다. 사우
디아라비아의 최대 배터리 기업인 미들이스트 배터리(Middle East Battery Co.)
는 미국의 존슨 콘트롤스사(Johnson Controls Inc.)와 에이시델코(ACDelco)라
는 합작투자 기업을 설립하고 배터리 생산능력을 늘려왔다.191) 또한 사우디아
라비아의 내셔널 배터리(National Batteries Company), 오만의 림 배터리
& 전력기기(Reem Batteries & Power Appliances Co.) 등도 자동차용 배
터리 생산을 확대하면서 현지 공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산 배
터리는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현지에서 꾸준한 수출 실적을 쌓았다.
그 결과, 2015년 기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1위와 3위의 자
동차용 배터리 수출국이 되었다. 즉 우리나라 배터리가 현지에서 높은 점유율
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배터리 공급도 늘어나자 GCC-TSAIP는 조
사 대상 제품(한국산 자동차용 배터리)의 덤핑 수입 외에 다른 요인으로 설명되
지 않는 물질적 손상이 존재하며, 조사 기간에 GCC 시장의 유사 제품 판매가
격은 물론 해당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충분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고 판단했다.192) 이에 GCC-TSAIP는 2017년 6월 25일부터 5년간 우리 자동

191) 염광선(2018. 11. 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192) GCC-TSAIP(201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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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배터리(HS 850710) 품목에 12∼2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
였다(표 5-4 참고).

표 5-4. 한국산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내용
기업명

CIF 가치 기준 최종 덤핑 마진율

동아타이어공업

25%

아트라스BX

21%

세방전지

19%

현대성우쏠라이트

12%

기타

25%

자료: GCC-TSAIP(2017), p. 6.

전 세계적인 철강제품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입규제조치가 증가하고 있으
며,193) GCC도 관련 제품 수입 증가로 자국의 철강산업에 타격이 발생하자
2018년 4월 도금강판(HS 721070, HS 721090)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194)195) 관련 조사는 2016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
니 코일(Unicoil: Universal Metal Coating Company ltd), UAE의 유나이
티드 메탈 코팅(United Metal Coating)이 ‘반덤핑ㆍ상계조치 및 안전조치 등
에 관한 GCC 공동 법령과 그 이행규칙(Common Law on Antidumping,
Countervailing Measures and Safeguard Measures and its Rules of
Implementation)’을 근거로 제소하면서 시작되었다.196) 양 사는 해당 제품
의 수입 증가로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193) KOTRA(2020), p. 9.
194) 안령(2018. 5. 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0).
195) 세이프가드는 수입량 자체의 증가만으로도 발동될 수 있으므로 조사 역량이 제한적인 신흥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입규제조치로, GCC 회원국도 동일한 이유로 세이프가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OTRA(2020), p. 8.
196) WTO, Notification under Article 12.1(A) of the Agreement on Safeguards on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and the Reasons for I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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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197) 해당 제품의 수입량이 조사 기간(2012~15년)에 GCC 생산량
보다 절대적ㆍ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2012년 기준 GCC의
생산 대비 수입 비율을 100으로 했을 때 2015년에는 그 비율이 264.9까지 늘
어났다.198) GCC-TSAIP는 수입 증가로 인해 현지에서 생산된 관련 제품의 판
매 감소, 시장 점유율 급감, 생산 감소, 기업의 손실 증가 등에 관한 인과관계가 확
인되었다고 판단하여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199) 대상 품목은 도
금강판이며,200) 기간은 2018년 5월 15일을 기점으로 3년간이다. 부과된 관세
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예정으로,201) 1년 차에 톤당 169달러, 2년 차에 153달러,
3년 차에는 137달러로 결정되었다.202) 영국의 금속산업 조사기관인 메탈 불
리틴(Metal Bulletin)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컬러도금강판에 대한 수요가 연간
약 25만 톤이지만 공급은 연간 약 38만 톤으로 초과 공급 규모가 크다고 분석
하였다.203) 해당 제품의 초과 공급량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입 비중은 80%
를 넘어섰으며, 그 결과 현지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204) GCC의 철강
및 금속 관련 기업들은 저렴한 전기 및 에너지 비용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에 막
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이와 관련해 철강ㆍ금속 분야에 대한 GCC 차원의 수입
규제조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05) 그리고 최근에는 현지의 철강생
산기업이 해당국 정부에 가격경쟁력을 가진 철강 수입업체에 대한 보호무역주
의 강화 요구에도 나서고 있다.206)

197) WTO, Notification under Article 12.1(A) of the Agreement on Safeguards on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and the Reasons for I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198) 안령(2018. 5. 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0).
199) Saadi(2017. 6.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200) HS Code 721070, 721090과 관련된 제품 중 폭 600mm 이상, 페인트ㆍ니스 칠 또는 플라스틱 코
팅된 제품을 뜻한다.
201) “GCC levies safeguard duty on prepainted steel imports”(2019. 6. 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202) Ibid.
203) 안령(2018. 5. 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0).
204) 위의 자료.
205) 위의 자료.
206) Durmus(2019. 11. 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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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GCC-TSAIP는 시멘트용 가공첨가제(HS Code: 38244000)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조치도 발표하였다.207) 해당 조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화학
기업인 메탄올 케미컬컴퍼니(Methanol Chemicals Company: CHEMANOL)의
조사 요청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관련 내용은 2017년 9월 20일에 GCC-TSAIP
관보 14호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 세이프가드 관세는 2020년 6월 21일부터
향후 3년간 지속되며, 연간 수입 쿼터인 25만 354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기본
관세(5%) 이외에 1년 차에는 톤당 221달러, 2년 차에 199달러, 3년 차에 177달러
가 부과될 예정이다.208) 이번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는 지난 2018년 5월 도금
강판 이후 두 번째 조치로, 현지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유사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 기술적 조치
GCC 국가들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사막 기후로 자체 식량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수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자국민에 대한 건강,
안전을 목적으로 식품 수입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슬람 율법에 허용
된 식품만 섭취해야 하는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식품 성분 중 알코올, 돼지고기
가 포함된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련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통보도 증가하고 있다.
GCC는 그동안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SPS를 통보했으나 2015년 공동 지침을
통해 GCC 차원의 통보를 확대하고 있다. 2010년에는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만 SPS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자국에 수입되는 식품의 안
전기준과 관련한 GCC 차원의 대응방안인 ‘수입식품 통제를 위한 지침(GCC
Guide for Control on Imported Foods)’이 발표되면서 GCC 회원국의 전
207) GCC-TSAIP(2019), p. 5.
208) 황준혁(2019. 6.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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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수입식품 및 농수산물에 대한 통보 건수 자체가 증가했다. 2017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SPS 통보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소
폭 감소하였다(그림 5-1 참고). 2017년 미국은 GCC의 지침이 일종의 통상 마
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WTO의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한 바 있다.209)
최근 GCC 국가들이 건강 및 안전, 라벨링,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정을
강화하면서 무역기술조치(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통보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가 2014~19년에 통보한 TBT는 총 1만 550건
이며, 이 중 중동은 2,297건으로 아프리카 다음으로 높은 비중(21.8%)을 차지
하였다. 중동의 TBT 통보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늘어나 2014년에는
전 세계 신규 통보 중 가장 높은 비중인 30.9%를 기록하였다(그림 5-2 참고).
중동 내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카타르 등 GCC 국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전체 TBT 통보 중 식품에 대한 통보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국가의 TBT 통보는 주로 건강 및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국 내 판매되
는 식품의 영양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거나 유통기한 라벨링, 할랄 인증 등에 대
한 자체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209) 오새라, 조성주(2018), p. 5; 특정무역현안은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을 뜻한다. 이보하(2017. 4.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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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GCC 국가별 SPS 통보 추이(2010~19년)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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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TO, I-PIT, Tables by Memb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6).

그림 5-2. 지역별 WTO 신규 TBT 통보 추이(2014~19년)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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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2020), p. 12.

대표적인 TBT 종류 중 하나인 인증과 관련해서 GCC는 회원국 공동 인증기
관인 GSO(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차원의 표준을 마련하였으
며,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2019년 9월 기준 GSO 차원의 기술
규정은 저전압 전기기기, 어린이용 장난감, 타이어 적합성 평가 등 3개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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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지만 GSO는 향후 화장품, 전기 및 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RoHS:
Restricted Hazardous Substances), 전자파 적합성, 할랄 제품 등 18개의
기술규정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련 규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10)
최근 GCC 개별 회원국 차원의 에너지, 통신 및 전자기기 등에 대한 인증제
도가 도입되면서 수출 시에 해당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통관
절차도 이전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자체 인증제도
를 새롭게 도입하고 라벨링 규정도 강화하고 있다.211) 사우디아라비아의 표준
및 인증기관인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은 다양한 인증 및 표준을 도입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앞에서 설명한 GCC 도금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2017년 10월
에 컬러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납 등의 유해물질 함유량을 제한하는 신규 규제도
발표하였다.212) 또한 2019년 2월에는 쇼핑백, 각종 포장용지, 일회용 식기 등
은 분해성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만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환경 관
련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213) 미국의 국제무역청(IT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기준 및 미국의 기준과 부합하지
않은 자체 기준 적용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214)
UAE의 표준계량청(ESMA: 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도 수입 공산품을 대상으로 적합성 강제 인증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표준계량청은 2015년에 에너지 효율성 기준 및 라벨링(EESL: Energy
Efficiency Standardization and Labeling)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지에서
210)
211)
212)
213)
214)

국가기술표준원(2019), p. 1, p. 11.
안형상(2020), pp. 23~26.
안령(2018. 5. 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0).
김현범(2019. 2.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Knowledge product. Saudi Arabia - Trade Barri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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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되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효율성이 낮은 제품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한 수은,
납, 카드뮴 등과 관련해 유해물질규제(RoHS) 제도를 2018년 1월부터 도입하
였으며, 2022년까지 의료기기, 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등 11개의 카테
고리에 대한 적용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215) 이와 같은 제도 강화는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규제의 절차가 까다롭고 투명성이 낮은
중동 지역에서 이는 또 하나의 비관세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활성화
GCC 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다(그림 5-3 참고). GCC 국가들의 FDI 유입 규모는 2000년대
중반에 걸쳐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이후 10년간 연평균
10.7%씩 감소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아랍의 봄 발생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으로 감소폭이 두드러졌으며, 2014년 이후로도 저유가 기조의 지속으로 에너
지 부문 투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216) GCC 국가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FDI의 변동폭이 크다.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FDI 유입 규모는 5년 전인 2013년 대비 63.8%, 10년 전인 2008년 대비
91.9% 감소하였다. 같은 해 기준 사우디아라비아가 GCC 전체 FDI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10년 전 대비 54.8%p 감소한 18.4%를 기록하였다. 최근 GCC 국

215) 이상목(2018. 1.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2).
216) IMF(201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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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FDI 유입 규모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5-4 참고). 2013~18년 평균 기준 GCC 국가들의 GDP 대비 FDI
유입 비중(1.3%)은 선진국(1.9%)과 개발도상국(2.2%)에 비해 낮았다.

그림 5-3. GCC 국가들의 FDI 유입 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CTADSTAT Data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8).

FDI 유입의 상당 부분이 특정 산업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GCC 국가들
에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2012~16년 평균 기준 GCC FDI의 부문별 비중을
살펴보면, 상위 4개 부문이 전체의 69.7%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5-5 참고). 이
중 부동산이 2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화학(18.3%)과 석유
(16.7%), 관광(9.7%) 부문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투자의 약 35.0%가 에
너지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역내 투자 유입 규모가 국제 에너지 시장 변
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수요 및 가격의 불안정성
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전체 투자 규모도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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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GDP 대비 FDI 비중 추이 비교

그림 5-5. GCC FDI의 부문별 비중
(2012~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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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CTADSTAT Data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8).

자료: IMF(2018), p. 11.

최근 GCC 국가들의 투자정책 변화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
다. 이 중 외국 기업의 투자지분 제한 철폐는 최근 GCC 국가들 내에서 가장 두
드러지게 나타나는 정책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기존 제도하에서는 현지인 참여 없이 외국인 소유의 단독법인 및 지사를 설립
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합작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지분 규모의 제한을 받았
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GCC 국가들의 FDI 규모가 지속해서 감소함에 따
라 동 제도가 FDI 유입을 지나치게 저해한다는 지적이 역내에 확산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초로 투자지분 규정 완화에 대한 정책적 움직임을 본격
화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산업별로 철폐하였
는데, 2016년 도ㆍ소매업 부문에 이어 이듬해 건설 부문에 대해 외국 기업 투
자지분 100% 소유를 허용하였다. 이어 2018년과 2020년에도 부동산 중개,
제약 등 총 5개 부문에 대해 이를 추가 허용하였다. UAE는 2018년 외국인 지
분규제 완화 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듬해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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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이 리스트에는 총 13개 산업하 112개 세부 활동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서비스업 관련 세부 활동이 52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
으로는 제조업(51개), 농업(19개) 순이다. 카타르는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철
폐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2019년 「외국인 투자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 단독 지분 소유를 허용하였다.
GCC 국가들이 산업별로 외국인 투자지분 규제를 철폐하고 있지만, 아직까
지도 이와 관련한 많은 제약이 남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히 서비스 부문
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자국 경제 및 보안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유 탐사 및 시추, 군수, 보안 등의 부문에는 외
국인 투자가 전면 제한되고 있다. UAE도 마찬가지로 석유 및 가스, 보안, 금융
등의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전면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타르는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에 단독 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
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약이 남아 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업은
투자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은행 및 보험산업 투자의 경우 장관 심의를 거쳐
야 한다.217) 부동산 투자도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은 정부 지정 구역, 오만
은 관광 구역, 카타르는 주거 구역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다.218)
이 밖에도 FDI 유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노력들이 활발히 이
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쿠웨이트 정부는 2018년 「에이전트법」 개정을 통해 독
점 에이전트 권한을 제한한 바 있다. 1964년 제정된 쿠웨이트 「에이전트법」은
외국 기업의 쿠웨이트 진출 시 단독 에이전트 선임을 의무화하고 계약이 만료
된 경우에도 에이전트의 동의 없이 해지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 내
에서는 대규모 에이전트 및 총판 대리점의 시장 독과점 문제가 지속되어왔
다.219)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쿠웨이트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
217) UNCTAD, Investment Policy Hu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2).
218) IMF(2018), p. 16.
219) KOTRA, 해외시장뉴스, 쿠웨이트, WTO 권고에 따른 불공정 에이전트법 개정(2018. 5. 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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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에이전트를 선임할 수 있게 되었고 계약 만료 의사를 에이전트에 일방적
으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카타르는 GCC 회원국 최초로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소유를 허용하였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카타르에서 체류를 희망하는 모
든 외국인이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했으며,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갱
신해야 체류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동 법의 도입으로 카타르 내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과거 체류기간, 소득 수준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영주
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같은 해 사우디아라비아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라이선스 유효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220)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는 관세 등 각종 세금 면제, 수익금 해외
양도 허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는
FDI 유치와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자본 규모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별거주권제도를 시행하였다. 특별
거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현지 투자 시 투자지분 100% 소유, 사우디아라비아
증시 직접투자, 산업 용도의 부동산 소유, 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쿠웨이트 투자진흥청(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도
2019년 현지화 실적이 높은 외국 기업에 다양한 투자 혜택을 제공하는 라이선
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술이전 및 자국민 고용과 관련하여 일정 기준에 부합
하는 외국 기업은 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
지분 제한 완화, 10년간 법인세 및 수입관세 면제, 수익금 해외 양도 허용과 같
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투자지분 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다른 GCC
국가들과 달리 쿠웨이트는 전 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지분 규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합작기업 설립 시 자국민이 최소 51%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는 영업이익의 15%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
기 때문에 라이선스 수여는 현지에 투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에게 큰 혜
택이 될 수 있다.
220) Rifai(2018. 2. 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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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GCC 국가들이 FDI 확
대를 위해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GCC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설립해왔으며, 특히 2010년대 들어 설립 속도를 가속화하였
다. 이에 따라 현재 GCC 국가들 내에는 총 71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하고
있다.221) 이 중 47개를 보유하고 있는 UAE는 두바이에만 산업별로 20개 이상
의 경제자유구역을 설립하는 등 동 제도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222)
UAE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될 뿐 아니라 외국
기업의 단독 투자와 수익금 100% 해외 양도가 허용된다. 최근 역내에서 경제
자유구역에 대한 변화가 가장 많은 국가는 카타르라고 할 수 있다. 카타르는
2017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수입관세 면제, 원산지 관련 제한 면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 확대하였다.223) 또한
2018년에는 카타르 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통합 관리 및 감독을 위해 경제자
유구역청(Qatar Free Zone Authority)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라스 부폰타스
(Ras Bufontas)와 움 알하울(Umm Alhoul)에 경제자유구역을 신설하였다.224)

221) PWC, PWC Middle East, Re-birth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the GCC,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0. 7. 13).
222) IMF(2018), p. 16.
223) “Amended Free Zones Law to Drive More Investments to Qatar, Says Chamber”(2018. 1.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4).
224) Qatar Free Zones Authority, The Zon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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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최근 5년간 GCC 주요국의 FDI 유치 활성화 제도 변화
구분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 2016년 6월 도ㆍ소
매업 부문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 2017년 8월 건설
부문 외국인 단독
지분
관련

투자 허용
∙ 2018년 10월 부동
산 중개 등 4개 부
문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 2020년 4월 제약

규제

∙ 2018년 9월 「외국
인 투자법」 개정(외
국인 지분규제 완화
에 대한 법적 토대
마련)
∙ 2019년 7월 제조업

∙ 2019년 1월 모든
산업에 외국인 단

-

독투자 허용

등 13개 부문 외국
인 단독투자 허용

부문 외국인 단독

완화

투자 허용
∙ 2016년 6월 「공
공입찰법」 개정
∙ 2018년 2월 투자
라이선스 유효기간 ∙ 2019년 4월 지정
기타

최대 5년으로 연장

구역에 한하여 외

∙ 2019년 10월 자국

국인 부동산 보유

거래소에 해외 기업

허용

상장 허용

∙ 2018년 9월 외국인
영주권에 관한 법
제정(GCC 최초로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

(외국 기업의 단독
공공조달 입찰 참여
허용)
∙ 2018년 5월 「에이
전트법」 개정
(독점 에이전트 폐지
및 에이전트 권한
제한)

∙ 2018년 2월 「신
인센
티브
확대

파산법」 제정(파산 ∙ 2016년 9월 「파산
자의 채무이행과

법」 도입(채무불이행

파산회생 지원)

기업에 회생 기회

∙ 2019년 5월 특별

부여)

거주권제도 시행
∙ 2019년 4월 벤처
기관

캐피털 플랫폼 설립

설립

∙ 2020년 2월 투자
청을 투자부로 승격

∙ 2018년 9월 경제부
내 외국인직접투자
부서 창설
∙ 2019년 2월 아부
다비투자청 설립

∙ 2017년 11월 「경제
자유구역법」 개정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

∙ 2018년 11월 투자
라이선스 제도 시행

티브 확대)
∙ 2018년 10월 경제
자유구역청 설립
∙ 2019년 7월 투자
진흥청 설립

자료: UNCTAD, Investment Policy Hu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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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쿠웨
이트 비즈니스센터
설립

GCC 국가들이 FDI 유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역내 경제 다각화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다고 볼 수 있다. GCC 국가들은 재정 및 수출 부문에서 석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자국 거시경제가 국제유가 변동에 매우 취약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석유의존도 감축을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구조를 다각화해야
하는데, GCC 국가들은 대체로 석유 외 산업에 대한 기반이 전무하기 때문에
정부 의지만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제
조업의 경우 선진기술 및 경험을 보유한 외국 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FDI 유입 규모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투자
촉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GCC 국가들의 저조한 FDI
실적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역내 정치적 불안 증가 등의 대외적인 환경 변화
에 주로 영향을 받았지만, 이 국가들의 폐쇄적인 투자환경 등 제도적인 요인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225) GCC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지분, 자산 관리 등 FDI
유입에 있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발표한 FDI 규제지수(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0.372점을 기록해 전체 평가
대상 70개국 중 두 번째로 점수가 높았다. 최하 0점에서 최대 1점 중 1에 가까
울수록 해당 국가의 투자환경이 폐쇄적이라는 의미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점수
는 OECD 평균(0.065점), 비OECD 평균(0.123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이다. FDI 규제지수의 지표 중 하나인 자산규제 부문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평가 대상 중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225) IMF(2018), p. 14; 설문조사(2020. 9~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행, 중동 진출기업 현황 및 애로
사항 관련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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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세계 주요국의 FDI 규제지수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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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FDI 규제지수 자산규제 부문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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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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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 국가들의 투자촉진제도 강화는 현지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또는 진출
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현지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거나 인센티브가 확대되면 기업은 현지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동
시에 경영활동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역내 변화된 투
자제도를 활용하는 외국 기업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우선 GCC 국가들의 외
국인 투자지분 제한 완화로 역내 외국인 단독투자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카타
르와 UAE는 물론 외국인 투자지분 규제를 산업별로 철폐하며 상대적으로 보
수적인 태도를 보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현지 파트너 없이 투자를 감행하는
외국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226) 아울러 쿠웨이트의 투자 라이선스 제도의 경우
시행 후 약 1년간 이를 수여한 외국 기업이 25개사에 이른다.227) 이 중 미국기
업이 5개로 가장 많고, 스페인과 중국기업이 각각 3개로 그다음을 이었다. 한국
기업 중에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수여받은 바 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라이선스를 수여받은 이후 단독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쿠웨

226)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법률사무소 A변호사와의 화상 인터뷰(2020. 9. 16, 전문가 간담회).
227) KOTRA, 해외시장뉴스, 「쿠웨이트 KDIPA 라이선스 가이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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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신공항터미널4 위탁운영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나. 현지화 제도 강화
최근 GCC 국가들은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얼마나 자국 경제 및 고
용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입찰에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
여 운영하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 과거 로컬 콘텐츠(Local Contents) 사용 여
부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해외 기업들이 자국 내 투자 증대, 현지 산업구조 고도
화, 고용창출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GCC 국가들 중에
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Armaco)가 2015년 최초로 이 제
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2010년대 중후반에 걸쳐 UAE와 카타르도 잇따라 이
를 시행하였다. 각국이 도입한 제도들의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
으나, 로컬 콘텐츠에 대한 고려 대상과 이에 대한 가중치가 상이하다.
아람코 IKTVA(In-Kingdom Total Value Add)는 「사우디 비전 2030
(Saudi Vision 2030)」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 도입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자국 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한
다. 2021년까지 에너지 부문의 자국산 재화ㆍ서비스 구매 비율을 발표 당시의
2배 수준인 70%로 확대하고 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 제도의 목표로 제시
되었다.228) IKTVA는 아람코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사우디아라비
아 및 외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입찰기업은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 자국민에 지불된 급여, 자국민 교육 및 개발 비용, 공급자 개발 비용, 현
지 연구개발 비용 이상 총 5개 부문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각 기준에 대한 가중
치는 동일하다(글상자 5-2 참고). 기존 아람코의 공공사업 입찰자 선정은 기술
심사와 가격심사를 거쳐 확정하였는데, IKTVA 도입으로 IKTVA 평가와 기술

228) 김현범, 안령(201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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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통과한 기업만이 가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229) 그리고 사업 입찰
자는 현지인 고용 및 현지 생산에 대한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 계약 이행 과정
에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거치게 된다.230)
아람코와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전력공사(Saudi Electricity Company)도
2019년 1월부터 자국 산업 육성 및 고용 증대를 위한 BENA(Build and Employ
National Abilities) 제도를 시행하였다. BENA는 아람코의 IKTVA 산출공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입찰기업 평가 시 해당 기업의 기술수준과
더불어 현지 조달 규모, 자국민 급여, 인력개발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한다.231)

글상자 5-2. 사우디아라비아 IKTVA 산출공식
사우디아라비아 IKTVA(In-Kingdom Total Value Add)의 산출공식은 아래와 같다.

      
      

A: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Localized Goods and Services)
B: 자국민에 지급된 급여(Salaries Paid to Saudis)
C: 자국민 교육 및 개발 비용(Training and Development of Saudis)
D: 공급자 개발 비용(Supplier Development Spend)
R: 현지 연구개발 비용(Local Research and Development Spend)
E: 수입(Company Revenue)
X: 수출 수입(收入)/총수입(Export Revenue/Total Revenue)(최대 10%까지 인정)
자료: Aramco(2019), p. 3.

ICV(In-Country Value)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가 2017년 11월 도입한 현지화 제도다. ICV는
ADNOC 및 ADNOC 계열사 발주 신규 공사에 입찰 참가하는 모든 UAE 및
229) 김현범, 안령(2018), p. 5.
230) Aramco(2018), p. 14.
231) Saudi Electricity Company. Business. Localization of Electricity Industry,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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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역내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 달리 UAE ICV는
로컬 콘텐츠의 중요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제조기업의 경우 재화생산 비용,
현지 투자 규모, 자국민에 지급된 급여 및 혜택, 외국인 고용자 수가 각각 50%,
25%, 15%, 10%의 가중치를 적용받는다(글상자 5-3 참고).232) 서비스 기업의
경우에는 재화생산 비용이 제3자 비용으로 대체된다.233) 기업의 수출 실적 가
치와 자국민 노동자 수에 따라 최대 5%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UAE ICV는 사우디아라비아 IKTVA 제도와 비교하여 두 가지 면에서 다르다.
우선 UAE ICV는 외국인 고용을 통해서도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ICV 산식
에서 볼 수 있듯이 국외 거주자 고용은 전체 점수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화생산 부문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비용이 주요 고려 대상 중 하나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민 고용에 다른 평가 대상과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UAE는 전체 점수의 15%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UAE ICV가
상대적으로 자국민 고용보다는 현지 생산 및 조달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UAE는 전
체 인구 대비 자국민 비중이 역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이에
따라 자국민 고용 확대보다는 현지 생산 및 조달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가 더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현지화 제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32) 재화생산 비용은 UAE 내 발생한 제조 비용, 자국민 노동자 비용, 외국인 노동자 비용을 일정 비율에
따라 고려한다.
233) 제3자 비용은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 자국민 노동자 비용, 외국인 노동자 비용을 일정 비율에
따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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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3. UAE ICV 산출공식
UAE ICV(In-Country Value)의 항목별 가중치 및 산출공식은 아래와 같다.
가중치(%)

공식

제조기업 서비스기업
상품
생산

가산점
(최대 5%까지 인정)

∙ (UAE 내 발생한 제조 비용 + UAE 국적
50

-

노동자 비용 + 0.6 × 외국인 노동자 비용)
/ 총비용
∙ (판매사 및 하청업체에서 조달된 재화 및

제3자
비용

-

50

서비스의 가치 × 판매사 및 하청업체 ICV
+ UAE 국적 노동자 비용 + 0.6 × 외국인
노동자 비용) / 총비용
∙ 기본 10%(UAE 내 순장부가액 / 총자

현지
투자

25

25

고용

15

+

여(500만 달러~5,000만 달러 내 단계별

자국민 노동자 수 /

∙ 20만 디르함 이하의 급여 및 혜택: 2%
15

총수입(재수출 제외)

산의 순장부가액) + 최대 15% 추가 부
가산)

자국민

수출 수입(收入) /

100

∙ 20만~2,000만 디르함: 2~15%
∙ 2,000만 디르함 이상: 15%
∙ 1~5명: 1~3%

외국인
고용

10

10

∙ 6~50명: 4~6%
∙ 51~200명: 7~9%
∙ 200~ : 10%

소계

100

100

-

-

자료: Industrial Development Bureau, In-Country Valu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

아부다비는 ICV 외에도 아부다비 정부 사업에 대한 현지화 제도를 따로 도
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9년 4월 아부다비 경제부(Abu Dhabi Economic
Department)는 아부다비 자체 현지화 제도인 ADLC(The Abu Dhabi
Local Content Program)를 도입하였다. ADLC는 아부다비 정부 및 산하기
관 발주공사에 입찰 참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2020년 1/4분기 발주
계획인 1,244개의 프로젝트를 시범으로 우선 시행된다. ADLC는 ICV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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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이 동일하지만, 아부다비 정부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아부다비 외 지역에서의 로컬 콘텐츠 실적은 점수로 인정되지 않
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9년 2월 도입된 카타르 타우틴(Tawteen) 제도는 카타르 석유공사(QP:
Qatar Petroleum)를 비롯한 15개 주요 에너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있다. 카타르는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 자국민 및 외국인 교육 비용, 공
급자 개발 및 인증 비용, 카타르 내 자산의 감가상각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입
찰기업을 선정하고 있다(글상자 5-4 참고). 카타르 정부는 이 제도의 목표를 연
간 90억 리얄(약 25억 달러) 규모의 수입효과 창출과 더불어 자국산 재화ㆍ서
비스 구매비율 40% 달성, 에너지 부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제시했다. 카타르
타우틴 제도도 UAE ICV와 마찬가지로 자국민 고용에는 큰 중요성을 두고 있
지 않으며, 대신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 조달과 자국민 및 외국인 교육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글상자 5-4. 카타르 타우틴 ICV 산출공식

카타르 타우틴 ICV(In-Country Value)의 산출공식은 아래와 같다.

    
  

A: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Local Goods and Materials, or local Services)
B: 자국민 및 외국인 교육 비용(Training offered to Qatar Nationals and Residents)
C: 공급자 개발 및 인증 비용(Supplier Training and Certification Programs)
D: 카타르 내 자산의 감가상각(Depreciation of Company assets in Qatar)
R: 카타르 내 총수입(Total Revenue Value in Qatar)
자료: Tawteen, In-Country Valu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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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GCC 주요국의 현지화 제도 비교
구분

사우디아라비아 IKTVA

UAE ICV

카타르 타우틴 ICV

주관

아람코(Aramco)

ADNOC

QP 외 14개 에너지 기업

사우디 비전 2030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카타르 국가비전 2030

관련 정책

∙ 2021년까지 에너지 부문
∙ 연간 90억 리얄(약 25억

자국산 재화ㆍ서비스 구매
비율 70% 달성
목표

∙ 2021년까지 에너지 부문

∙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각화 실현

자국산 재화ㆍ서비스 수출 ∙ 자국민 고용 확대
비율 30% 달성

∙ 핵심역량의 현지화

∙ 2021년까지 50만 개 일자리

달러)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
창출
∙ 5년 내 자국산 재화ㆍ서
비스 구매비율 40% 달성
∙ 에너지 부문 일자리 창출

창출
∙ 제조 기업: UAE 내 발생한
제조 비용(50%), 현지 투자
규모(25%), 자국민에 지급
∙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의
평가
항목

가치, 자국민에 지급된 급

된 급여 및 혜택(15%), ∙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의
외국인 고용자 수(10%)

가치, 자국민 및 외국인

여, 자국민 교육ㆍ개발 비 ∙ 서비스 기업: 자국산 제품

교육 비용, 공급자 개발

용, 공급자 개발 비용, 현

및 서비스의 가치(50%),

및 인증 비용, 카타르 내

지 연구개발 비용

현지 투자 규모(25%), 자

자산의 감가상각

국민에 지급된 급여 및
혜택(15%), 외국인 고용자
수(10%)
주: 사우디아라비아 IKTVA와 카타르 타우틴 ICV는 평가 항목 간 비중 동일.
자료: Aramco(2019), p. 3; Industrial Development Bureau, In-Country Valu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
Tawteen, In-Country Valu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

현지화 제도 강화는 GCC 국가들이 외국 기업들에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부
분이다. 외국 기업이 투자 진출을 감행해도 현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으면
사실상 해당 투자는 무의미할 수 있다. 물론 현지 부가가치 증가로 자국 거시경
제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 측면에서는 실질
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가 현지 산업 기반 강화로 연결되
기 위해서는 기술이전과 자국민 경영자 및 노동자에 대한 노하우 전수 등이 동
반되어야 한다. 현지화 제도는 투자뿐 아니라 자국 기업으로부터의 재화 및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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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조달, 자국민 채용 및 교육, 공급자 개발 등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어 단순
투자 촉진보다는 이 국가들의 목표에 더 상응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현지화 제도는 각국의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 부담
으로 작용한다. 우선 기업의 경영비용이 증가한다. 높은 로컬 콘텐츠 점수를 부
여받기 위해서는 공급자 개발 및 현지 연구개발 등의 활동을 추가로 전개하거
나 생산성이 낮은 현지인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입찰 참여 과정에서 현지화 제도에
대한 회계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등의 제반 비용도 발생할 것이며, 현지 제
품 및 서비스의 사용을 확대하면서 기업의 최종 생산품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
다. 그리고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점들이 불분명한 상태
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IKTVA와 카타르 타우틴 ICV의 경우 현지화 제도의
점수가 입찰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반영되는지는 공개하고 있으나, 실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234) UAE ICV도 최고 득점사에 우선협
상권을 부여한다는 점 외에 내부적인 절차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입찰
과정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들의 점수가 아직까지는 비슷하기 때문에 입찰 결과
로 이를 반추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로컬 콘텐츠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례분석 등을 통해 현지화 점수가 입
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시사점
GCC 국가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상
정책 및 투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정책 측면에서 GCC 국가들은 관세율
을 인상하고 수입규제 및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GCC의 관세율은
234)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법률사무소 B변호사와의 화상 인터뷰(2020. 9. 16,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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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관세동맹을 체결하면서 5%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
후 소폭 상승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6월부터 자체 관세율
을 최대 20%까지 인상하였다. GCC의 무역 대응 관련 공동 법안이 2004년에
마련되었으며, 관련 조사 및 대응은 2015년 이후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관세 부
과를 통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GCC 공동 표준기구인 GSO의 공동 표준 인
증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자체 인증도 요구하고 있다. 투자 측면에
서 GCC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 여건
을 개선함으로써 자국 내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
비아, UAE는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경제자
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 및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 조달 사업에 대해 현지인 고용 및 현지 투자 정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
는 현지화 정책을 통해 자국 내 고용과 생산을 늘리려 하고 있다.
이러한 GCC 국가들의 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 기업 및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2009년 11월 GCC-TSAIP는 철강제
품(HS 7216)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련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GCC 반덤핑사무국장 면담, 정부 입장서 제출, 공청회 시 기업과의 협조체제
유지 등 다양한 대응조치를 실시하였다. 결국 2010년 6월 GCC-TSAIP는 세
이프가드 관세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235) 이와
같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대정부 지원 요청 및 정보 제공, 정부의 고위급
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입장 전달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 수립을 통해 현
지 수출과 관련된 부당한 무역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관세조치 중 인증 및 표준 등 기술적 조치와 관련해 정부간 협력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CC는
GSO라는 공동 표준인증기관을 통해 이전보다 다양한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235) 외교부(2010. 6.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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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에너지 효율성 및 각종 안전 관련 자체 인증도
도입하였다. 이러한 인증 강화와 관련해 현지 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 인증
도입, 인증기관 지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인증 및 표준 등에 대한
시험소 구축 지원 등 GCC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지 인증제도 및 적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우리 기업이 한국에서 획득한 인증을 현지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orea Testing Laboratory)
사례를 들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13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 에
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시험소 구축 등과 관련
된 기술 컨설팅을 지속해오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
과 345만 달러(약 39억 원) 규모의 조명기기 에너지효율시험소 구축 계약을 체
결하였다. 본 계약은 조명기기 에너지효율 시험장비 구축부터 관련 기술 및 노
하우 전수, 현지 시험인력 육성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험소 운영에 대한 컨설
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236)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시험인증과 에너지효율
시험소 구축 협력도 지속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SASO로부터 제품 인증(전
기ㆍ전자, 전자파, 통신기기, 유해물질검사 등 4개 분야) 기관으로 지정되어 협
력을 확대하고 있다.
셋째, GCC 국가의 투자정책 변화와 관련된 현지 법률 및 각종 정보에 대한
공유가 중요하다. GCC 회원국 전반적으로 현지 투자 관련 제도 및 법률 변경
시 아랍어로만 관련 법령을 공개하거나 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
어 외국인이 해당 법률의 변경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쉽지 않다.237) 따라서 우
리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현지 법제 변화, 대응 방안, 피해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 GCC 국가에 진출을 원하는 기업은 합작투자법인 또는 생산시설
236) 한국산업기술시험원(2017. 4. 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237) UAE 진출 A법률사무소 변호사 인터뷰(2020. 8. 1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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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 현지화 정책에 부합하는 진출 모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GCC 국가들은 외국 기업에 현지 생산 및 현지인 고용을 요구하
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정책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
련해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사우디 아람코와 국제해양산업(IMI: International Maritime Industries)이
라는 합작투자법인을 만들어 라스 알 카이르의 킹살만 조선산업단지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조선소와 선박용 엔진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하였다.238) 해당
협력 모델은 현지에 생산시설의 설립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특허 제공, 인력 훈
련 등 현지인의 기술역량 제고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대중공업
은 IMI를 통해 사우디 자국민에게 조선과 수리, 해양과학, 해양공학 등에 대해
교육하는 국립해양아카데미(NMA: National Maritime Academy)의 공동
설립기관으로도 참여하였다.239) 또한 IMI는 사우디 아람코의 현지화 프로그
램인 IKTVA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현지 철강 및 알루미늄을 사용하기로 했으
며, 이를 통해 2020년에는 60%, 2030년까지 80%의 현지화 비율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240) 이처럼 현대중공업은 단순히 사우디아라비아로
부터 선박을 수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 생산시설 건설, 관련 산업 부가가
치 창출, 현지인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책에 부합하는 진출
모델을 통해 향후 다양한 사업 기회를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세 인하 및 비관세조치 관련 협상력 확보,
상호인증 인정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해 GCC와의 FTA 체결에 대한 논의를 이
어갈 필요가 있다. GCC가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 상품 비중은 GCC싱가포르 FTA에서 93.8%, GCC-EFTA FTA에서는 99.0%로 상당히 높은 수

238) Invest Saudi, Sectors & Opportunities,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0. 9. 29).
239) National Maritime Academy, Founding Stakehold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3).
240) Invest Saudi, Sectors & Opportunities,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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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었다.241) 우리가 이와 유사한 수준의 상품시장 개방 수준을 확보한다면,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사우
디아라비아와 UAE는 GCC 공동 인증뿐만 아니라 국제표준과 상이한 자체 인
증 및 기술규정 등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GCC는 FTA 협
상을 통해 상호인증 인정 및 정보 공유, 표준 관련 기술 지원 등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FTA 협정에 TBT 규제 축소 및 협의체 구
성 등에 관한 내용도 마련한다면 관련 규제에 따른 기업의 수출비용을 낮추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242)

241) 명진호, 박지은, 서은영(2015), p. 13.
242) 류한얼 외(2015),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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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내용과 시사점 종합
앞서 2장부터 5장까지 저유가 시기 GCC 국가들의 경제적 특성과 중장기 경제
계획을 살펴보고, 국내 기업의 GCC 국가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ㆍ고용ㆍ
통상ㆍ투자정책별 주요 조치와 협력사례, 한ㆍ중동 경제협력관계에 주는 시사
점 등을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GCC 국가들의 경제구조가 석유 및 가스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
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성이 해당 국가들의 경제 안정에 가장 큰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수출 실적이 감소하
고, 이는 바로 재정수입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경
제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GCC 6개국은 각기 중장기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항
공우주, 생명과학 등 첨단 제조업 및 금융, 물류, 관광 등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자 하였다. 자국 내 투자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하였다. 또한 자국민의 고용 확대를 민간부문으로 넓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한편 교육시스템 개선을 통해 인적자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장은 산업정책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정책과 공공 서비스, 석유 부문 등의 디지털 전환 사례, 디지털 기술을 활
용한 신산업 육성정책 등을 분석하였다. GCC 국가들의 혁신성과는 혁신을 위한
투입 및 정책적 노력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기술혁신 지원기관 설립과 함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부부문 및
석유 부문의 디지털 전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관광, 물류,
우주, 생명과학 등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으로서 정부의 지원이 확대
되고 있다. GCC 국가들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디지털 기술 혁신을 이끌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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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주체로 인식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 및 프로그
램을 구축하고 있다.
4장에서는 자국민 고용을 확대하고 직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고용정책을
살펴보았다. 민간부문에서 자국민 고용을 확대하는 가장 직접적인 조치는 사우
디아라비아의 니타카트 제도이다. 이는 기업 규모 및 업종별로 자국민 의무고
용 비중을 설정하고 그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비자 갱신 금지 등 진출기업에 불
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엔지니어 쿼터제, 외국인 수수료 등을 도입하
여 자국민 고용 확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UAE는 자국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하여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되는 업종과 직무를 제한하고, 타우틴
게이트 등과 같이 진출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자국민 구직자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 임금보호제도(Wage Protection System), 민간부문의 노
동시간 단축 조치, 실업급여제도, 출산휴가제도 등도 도입하였다. 다른 한편 자
국민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여성에 대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다. GCC 국가들은 자국민이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ㆍ유럽 등의 주요 대학과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협력 파트너십도 확대하고 있다.
5장에서는 통상 및 투자정책 측면에서 현지 생산 및 조달을 확대하기 위한
보호무역조치와 현지화 제도를 다루었다. GCC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회원국
간 관세동맹을 맺고 미국ㆍ싱가포르 등과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자유무역체
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전제품, 철
강제품 등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위생 및 식물위
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등과 같은 비관세조치를 늘리고 있다. 또한
GCC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투자지분
제한을 철폐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소유를 허용하는 등 규제조치를 개선
하고, 세금 면제, 수익금 해외 양도 허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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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시에 해외 투자 및 입찰기업의 자국산 제품 활용과 자국민 고용 확대
를 위해 현지 제품 및 서비스의 투입 가치, 자국민에게 지급된 급여 등에 가산
점을 부여하는 현지화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GCC 국가들의 다양한 경제정책 변화에는 저유가 상황에
특히 취약한 경제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석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저유가 상황으로
인한 미래성장동력 둔화와 고용 악화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미국 셰일오일 공급
확대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로 인해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 따라서 GCC 국가들은 페트로달러를 이용하여 전 세계
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과 첨단기술 제품을 사용하던 ‘바이 글로벌(Buy Global)’
정책에서 자국민과 자국산 제품을 활용하는 ‘바이 로컬(Buy Local)’ 정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에 조응하여 한국과 GCC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관계도 중장기적인 시각
을 가지고 동반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는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양
지역 간 경제협력관계는 국제유가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국제유가가 급등한 시기에 국내 건설기업들의
중동 진출은 고용창출의 기회를 만들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채
널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유가가 급락하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건설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지고 한ㆍ중동 경제협력관계는 위축되었다. 이
와 같이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중동 산유국과의 경제협력관계가 변화하는 패
턴은 2000년대 들어와서도 반복되었다. [그림 6-1]과 [그림 6-2]에 나타난 것
처럼 고유가 시기에 접어드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한ㆍ
GCC 간 교역 규모 및 GCC 해외건설 수주액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저유가 시
기에는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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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한ㆍGCC 교역 추이

그림 6-2. GCC 해외건설 수주 추이

(단위: 10억 달러(좌축), 달러/배럴(우축))

(단위: 10억 달러(좌축), 달러/배럴(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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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정보, 국제석유가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6); 한국무역협회,
「K-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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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정보, 국제석유가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6);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10).

이러한 국제유가 의존적 협력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내 기업의 대중동 진출이 당해 기업과 한국
경제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중동 산유국 경제의 구조 전환과 현지 기업의 육성
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중동 산유국 정부들이 추진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기업
의 진출전략과 한국정부의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GCC 국가들 간 경제발전 비전과 협력수요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
어야 한다. 지금도 정상회담, 장관급 공동위원회 등 협력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통로는 마련되어 있지만, 좀 더 수시로 긴밀하게 투자, 기술이전 등에 대한 협
력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 및 규제 변경, 세제 신설 등 주요 정보를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장과
5장에서 살펴본 다양한 정책 변화는 국내 진출기업의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관련 정보 및 사례들을 충분히 인지
하고 현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중동 산유국은 지금까지 에너지 교역과 인프라 건설 중심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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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협력 기반을 쌓아왔지만, 이제 그 협력 기반을 넓히고 다변화해야 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보건의료 부문과 원전 수출 및 운영사업, 유전 공동개발
등을 통해 협력관계가 기존보다 더 다변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역시 당
시 고유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었다. 따라서 국제유가 의존적 협력관계
를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부문이나 재정지원 위주의 협력사업보다는 3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해야 한다. 즉 협력 분야로서 어떤 업종을 선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보다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한ㆍGCC 공동으로 개발하고 어떤 부문에 활용하여 4차 산업혁
명이 추구하는 디지털 전환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라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

2.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243)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3.3%는 수출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응답기업의 50.0%는 진출국의 수출환경 변화
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수출환경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한 시점은 응답기업의 53.3%가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2010년
대 중반부터라고 답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수출환경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비중도 응답기업의 33.3%였다. 후자는 사우디아라
비아의 관세율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응답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환경 변화로는 통관절차(26.9%),
무역기술장벽(23.1%), 관세율 인상(15.4%) 등을 차례대로 꼽았다.
진출국의 수출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에이전트 또는 스폰서
의무 지정 등 현지 특유의 제도(26.7%)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1 참고). 그다

243) 본 절은 1장에서 설명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설문 내용은
[부록 1]과 [부록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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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는 관세 및 각종 수출비용 상승(20.0%), 구매선 확보 곤란(13.3%) 등이
수출기업들에게 주요 애로사항이었다. 3순위까지 복수 응답을 허용한 경우에
는 1위 요인과 2위 요인은 동일하나, 통관절차ㆍ인허가 등의 불명확성 또는 복
잡성 요인이 구매선 확보의 어려움보다 더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6-1. GCC 수출시장 환경 관련 애로사항(단일 응답)
(단위: %)

응답 항목
구매선 확보 곤란
시장정보 부족
통관절차ㆍ인허가 등의 불명확성 또는 복잡성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기업

14.3

13.0

13.3

0

4.3

3.3

28.6

4.3

10.0

0

26.1

20.0

환율 변동

14.3

8.7

10.0

수입 규제 및 비관세장벽

14.3

4.3

6.7

0

13.0

10.0

28.6

26.1

26.7

관세 및 각종 수출비용 상승

현지 법률 및 세무 문제
현지 특유의 제도(에이전트 의무 지정 등)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저자 작성.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으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26.7%), 현지 정부
규제 장벽(23.3%), 문화적 차이(23.3%), 인력 확보의 어려움(10.0%) 등을 선택
했다(표 6-2 참고). 진출국의 투자 규제 차원에서는 투자 진출 절차의 복잡성
및 불투명성(40.0%)과 투자지분 제한(33.3%)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이 밖
에 에이전트 의무 등록(10.0%), 현지인 의무 채용(10.0%) 등을 꼽았다(표 6-3
참고). 현지인 의무 채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53.3%가 규제가 강화되고 있
다고 응답했다. 현지인 노동자의 업무수행 능력은 96.6%가 한국인에 비해 낮
다고 응답했으며, 책임감ㆍ업무태도 등이 한국인 노동자와 현지인 노동자를 구
분하는 가장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

제6장 저유가 시기 한ㆍ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169

표 6-2. GCC 투자 진출 관련 애로사항(단일 응답)
(단위: %)

응답 항목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기업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42.9

21.7

26.7

현지 정부 규제 장벽

28.6

21.7

23.3

자금 조달의 어려움

14.3

0

3.3

인력 확보의 어려움

0

13.0

10.0

14.3

26.0

23.3

가격 경쟁력 확보

0

8.7

6.7

세무 문제의 불확실성

0

4.3

3.3

제품 수요 감소

0

4.3

3.3

문화적 차이

기타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저자 작성.

표 6-3. GCC 현지 규제 관련 애로사항(단일 응답)
(단위: %)

응답 항목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기업

부동산 매매 제한

0

0

0

현지인 의무 채용

0

13.0

10.0

에이전트 의무 등록
투자지분 제한
현지 체류기한 제한

13.0

10.0

26.1

33.3

0

0

0

42.9

39.1

40.0

유가 하락

0

4.3

3.3

무응답

0

4.3

3.3

투자 진출 절차의 복잡성 및 불투명성
기타

0
57.1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저자 작성.

현지 진출과 관련된 애로요인에 대해 응답기업의 50.0%는 자체 해결에 의존
했고, 현지 법무법인, 컨설팅 기업 등 현지 컨설팅기관을 활용하는 비중은 33.3%
였다. 반면 우리 정부 및 관련 기관(코트라 등)에 대한 지원 요청은 10.0%, 관련
협회 등 민간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요청은 6.7%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85.7%가 자체 해결에 의존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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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투자진출 지원이 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의 해외진출
기업 지원정책은 전체 응답기업의 46.6%가 잘 알지 못한다고 했고, 중소기업
만으로는 71.4%가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현장에 있
는 기업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GCC 진출과 관련한 정부지원정책은 보다 폭넓은 기업의 정책수요를 파악
하기 위해 3순위까지 중복 응답을 집계하였다(표 6-4 참고). 응답기업의
66.7%인 20개 기업이 현지 진출 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
았고, 19개 기업은 인프라 등 현지 투자여건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을 요청하
였다. 세 번째로는 무역금융/보험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 확대로 전체 응답기업
중 14개 기업이 선호하였다. 해외수출시장 최신 정보 제공, 현지 진출에 필요한
자금지원 규모 확대 등도 전체 응답기업의 3분의 1인 10개 기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한ㆍGCC FTA를 통한 진출여건 개선도 9개 기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ㆍGCC FTA는 관세율,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의 정책수요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표 6-4. GCC 진출 관련 정책수요(중복 응답)
(단위: 개)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기업

현지 진출 관련 자금지원 규모 확대

응답 항목

3

7

10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2

1

3

해외수출시장 최신 정보 제공

3

7

10

무역금융/보험 지원조건 확대 및 지원 확대

3

11

14

특정 국가 기수출 경험 국내 기업과의 멘토링 주선

1

1

2

인프라 등 현지 투자여건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4

15

19

현지 진출 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3

17

20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 지원 확대

1

0

1

한ㆍGCC FTA를 통한 진출여건 개선

1

8

9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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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유가 시기 경제협력 확대방안
1절에서는 저유가 기조하에서 나타난 GCC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와 현지
정부들의 협력수요를 파악하면서 향후 추구해야 할 지속가능한 한ㆍ중동 경제
협력 방향을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GCC 진출 국내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우리 정부에 바라는 정책수요를 분
석하였다. 이 절에서는 양자를 연계하여 저유가 기조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국 간 협력관계의 침체 상황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한 디지털 협력 강화
앞서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GCC 국가들은 경제 다각화를 달성하기
위해 저숙련ㆍ저임금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저부가가치 제조업보다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자국민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전개된 코로나19 상황은 대면(face-to
-face) 접촉을 최소화하는 반면,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자동화를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 재택근무, 이러닝(e-learning) 등 경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동 산유국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노력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저성
장 및 양극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디지털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244) 이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58조 2,000억 원
을 투자하여 주요 분야별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 의료, 온라인 비즈

244) 관계부처 합동(2020), pp.1~13.

172 • 저유가 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니스 등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일자리 90만 3,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
를 수립해놓고 있다(표 6-5 참고).

표 6-5. 디지털 뉴딜의 분야별 세부과제
분야

세부과제

D.N.A(DataㆍNetworkㆍAI)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
∙
∙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ㆍ개방ㆍ활용
1ㆍ2ㆍ3차 전 산업으로 5GㆍAI 융합 확산
5Gㆍ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전국 대학ㆍ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도시ㆍ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p. 9.

이와 같이 한국과 GCC 국가들은 각기 다른 경제구조와 재정시스템을 갖추
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술 개발, 디지털 산업 육성 등 디
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발전 비전과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있다.245) 따
라서 디지털 기술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전문인력 양성, 기술 상용화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사업은 민
간부문 기업들의 효율성 추구와 정부의 재정지원이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화 단계에서는 각기 다른 환경과 요구 조건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협력의제로서 디지털 협력이 실질적
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디지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부ㆍ기업ㆍ지원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버넌스 구

245) UAE Emirates Diplomatic Academy 관계자 서면 인터뷰(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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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현지 노동력의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확대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CC 국가들의 자국민 의무고용정책은 민간부문
에서의 고용 확대와 경제 다각화 추진을 위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GCC 진출 응답기업의 53.3%가 현지인 채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현지인 고용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
관 담당자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인의 사고방식, 관례, 문화적
관습 등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현지인의 업무수행 능력이 국내 인력보
다 뒤떨어지고 책임감이나 업무태도 측면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는 점이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현지 진
출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GCC 지역 진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노동력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지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내 교육훈
련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지인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하거나, 또는 현지인을 한국 본사로 보내 일정 기간 직무와 관련된 스킬을 배우
고 현장 업무 분위기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 등과 같이 사내 교육시
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4장에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현지 대학이나 기술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한국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나 업무 스타일과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GCC 국가들의 직업훈련기관과 국내 직업훈련기관이
서로 협력관계를 맺고 다양한 직무역량과 한국기업에서의 적응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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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교육훈련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나타나게 되면, 국내 우수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이 현지의 대학 및 교육기관
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분교 또는 지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이는 현지인에 특
화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정부가 현지 교육기관 설립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지인 장학
생 선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GCC
진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정부 지
원을 통해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현지인이 국내 기업에 근무하지 않고 자국의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에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와 기업을 긍정적으
로 이해하는 우호적인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코 재정 손
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 현지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플랫폼 구축
5장에서 분석한 통상ㆍ투자정책 역시 현지 조달 확대라는 GCC 국가들의 정
책목표와 수출 확대라는 국내 기업의 목표가 상충되는 부문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지 조달 확대가 국내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장기적
으로 국내 기업의 현지 투자가 늘어나고 생산량이 많아진다면 한국에서 필수적
으로 조달해야 하는 수출 물량은 그만큼 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현지 정부의
정책목표에 부응해서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현지 조달도 늘리는 한편 국내 기
술수준을 한층 더 개선하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GCC 국가들로의 투자 진출 시
자금 조달이나 인력 확보의 어려움보다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현지 정
부의 규제 장벽,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더 많았다(표 6-2 참고).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불투명하고 느린 행정절차, 관료적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 방식, 직원마다 상이한 요구사항, 갑작스러운 절차 변경이나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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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애로사항으로 법인 설립 시기가 늦어지거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는 점이 지적되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자금 조달이나 인력 확보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세율, 인증제도 등 현지 시장에 대
한 최근 정보뿐만 아니라 현지 관공서 업무의 특성, 현지 공무원의 업무방식 등
투자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사전에 공유하고 습득하는 기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좀 더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규제 및 절차 변경 등
에 대한 정보는 현지 주요 인사와 정기적 교류를 갖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
면서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코트라 등 지원기관은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플랫폼으로서 지역별로 ‘통합지원센터(가칭)’를 두고 국내 기
업 간 각종 정보 및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246) 이는 지
원기관 간 중복 업무를 방지하고 초기 정착 과정 및 시장조사에서부터 분쟁에
따른 법률자문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초기 진입비용과 법인 설립 기간을 최소화하고 보다 용이하게 현지 시장에 적
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다른 지원 플랫폼으로 우리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한국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유
통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류 공간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즉 개별 기업 차
원에서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물류 부지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비자 신청, 법인 설립, 벤더 등록, 건물 관리 등을
대행해주고, 임대료ㆍ전기료 등에서도 혜택을 부여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진출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246) UAE 진출 B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면 인터뷰(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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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관련 설문
2. GCC 국가 진출기업 대상 심층인터뷰
설문

부록 1.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관련 설문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저유가 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GCC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 분들을
대상으로 현지의 통상 및 투자환경과 관련된 애로요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 결과는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제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고견을 나누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GCC: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방,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아울러 본 설문 작성 시 응답자 및 기업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며, 설문을 통해 수집된 정
보는 보고서 작성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9월

A. 진출기업 개요

A1. 다음 중 귀사가 진출한 국가는 어디입니까? [중복 응답]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아랍에미리트연방)

3) 카타르

4) 쿠웨이트

5) 오만

6) 바레인

지금부터는 귀사가 진출한 [A1응답]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진출한 국가가 여러 개의 경우 매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A2. 귀사가 해당 국가에 진출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단일 응답]
1) 1년 이내

2) 3년 이내

3) 5년 이내

4) 10년 이내

A3. 귀사의 기업 규모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단일 응답]
1) 1인 기업

2) 중소기업

3)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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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년 초과

A4. 귀사의 현지 진출 형태는 무엇입니까? [단일 응답]
1) 현지 법인

2) 지점(지사)

3) 연락사무소

4) 개인

5) 상품 및 서비스 수출(현지에 사무소 등을 두지 않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형태)
6) 기타(

)

A5. 현지 진출 시 귀사의 사업 분야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 교육 서비스업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 기타(

)

A6. 귀사의 현지 진출 동기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1위:

/2위:

/3위:

1) 현지 내수시장 진출

2) 한국 내 인력난 타개

3) 제3국 우회 수출

4) 원자재/부품 등 현지 자원 확보

5) 부품ㆍ원자재 등 거래기업의 해외 이전
6) 인건비, 지가 등 생산요소 비용 절감
7)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9) 기타(

8) 한국 내 규제 (환경 등)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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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출입 환경

B1. 진출국의 수출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B2. 진출국의 수출입 환경 변화가 기업의 활동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
각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1

2

3

4

5

B3. 수출입 환경에 대한 변화를 느끼게 된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단일 응답]
1) 2014년 이전ㆍ고유가 시기
2) 2015년 이후ㆍ저유가를 계기로
3) 2020년 이후ㆍ코로나19를 계기로
4) 수출입 환경의 변화를 느낄 수 없음 ⇒ B5로 이동
5) 수출입 환경의 변화를 모르겠음 ⇒ B5로 이동

B4. 수출입 환경과 관련된 주요 변화는 무엇입입니까? 2순위까지 선택해주십시오. [중
복 응답]
1위:

/2위:

1) 관세율 인상

2) 통관절차

3) 세이프카드

4) 반덤핑관세

5) 상계관세

6)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동식물 검역 등)

7) 무역기술장벽(환경, 위생, 효율성 등과 관련한 인증 및 라벨링 등)
8) 진출 국가 정부의 보조금
9) 수량 및 금액 할당제(현지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국가 또는 수입업자별
수입 수량 또는 금액을 할당)
10) 수량제한(현지 정부에서 자국에 들어오는 수입량에 대해 직접적인 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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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진출국의 관세율 수준’은 수출 기업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작용합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B6. ‘진출국의 각종 비관세장벽’이 수출 기업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작용합니까? (비관세
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조치로, 복잡한 통관절차, 수입규제 등이 있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B7. 진출국 수출 환경 관련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3순위까지 선택해주십시오. [중복 응답]
1위:
1) 구매선(바이어) 확보 곤란

/2위:

/3위:

2) 시장정보 부족

3) 통관절차ㆍ인허가 등의 불명확성 또는 복잡성
4) 관세 및 각종 수출비용 상승

5) 환율 변동

6) 수입 규제 및 비관세장벽(인증 및 라벨링 등) 증가
7) 현지 법률, 세무 문제
8) 현지 특유의 제도(에이전트 또는 스폰서 의무 지정 등)

B8. 귀사가 진출한 국가의 수출입 환경이 향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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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투자 및 현지인 채용

C1. GCC 시장 투자 진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요인은 무엇입니까? [단일 응답]
1)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2) 현지 정부 규제 장벽
3) 자금 조달의 어려움
4) 인력 확보의 어려움
5) 문화적 차이
6) 기타(

)

C2. 다음 현지 규제 중 투자 진출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1) 부동산 매매 제한
2) 현지인 의무 채용
3) 에이전트 의무 등록
4) 투자지분 제한
5) 현지 체류기한 제한
6) 투자진출 절차의 복잡성 및 불투명성
7) 기타(

)

C3. 투자 진출과 관련한 현지 정부의 지원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C4. 귀사는 GCC 시장 투자 진출에 있어 현지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십
니까? [단일 응답]
1) 예 ⇒ C5로 이동
2) 아니오 ⇒ C6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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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현지 정부의 어떠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셨습니까? (예: 저리 융자, 경제특구 입주,
투자 절차 및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등)
(

)

C6. 귀사가 현지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1) 낮은 기대이익
2) 관련 정보의 부족
3) 행정 처리의 복잡성
4) 이행에 대한 의구심
5) 기타 (

)

C7. GCC 내 현지인 채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C8. 현지인 노동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한국인 노동자

한국인 노동자

한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한국인 노동자

대비 매우 우수

대비 우수

동일

대비 저조

대비 매우 저조

1

2

3

4

5

C9. 현지인 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1) 업무수행 능력
2) 전공지식 및 기술
3) 업무태도
4) 책임감
5) 조직 융화력
6)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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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정부 지원

D1. 귀사는 현지 진출 관련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주로 어떤 경로를 이용하십니까?
[단일 응답]
1) 자체 해결
2) 현지 컨설팅 기관 활용(현지 법무법인, 컨설팅 기업 등)
3) 우리 측 관련 협회 등 민간 지원 단체 활용
4) 우리 정부 및 관련 기관 지원 요청(코트라, 중소기업청, 무역보험공사, 수출입
은행 등)
5) 기타 (

)

D2. 귀사는 우리 정부의 해외 진출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통이다

잘 알지 못한다

거의 모른다

1

2

3

4

5

D3. 귀사가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활용하고 있는 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활용하고 있는
정책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중복 응답]
1) 정보 제공(해외투자 진출 정보, 시장조사, 진출국 법제정보 등)
2) 수출 관련 지원(비즈니스 출장, 마케팅, 바이어 발굴, 수출 상담회 및 전시회
참가, 수출 인큐베이터 등과 관련된 지원)
3) 투자 관련 지원(지사화, 해외투자 기업 종합 컨설팅, M&A 자문 등)
4) 금융 지원(환율변동 위험관리보험, 이행성 보증 및 채무 보증, 각종 수출 및
투자 대출 등)
5) 기술 지원(해외 규격 및 인증, 지재권, R&D 관련 지원, 법률자문 등)
6) 활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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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GCC 진출과 관련해서 귀사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에
따라 1~3순위를 선택해주십시오. [중복 응답]
1위:

/2위:

/3위:

1) 현지 진출 관련 자금 지원 규모 확대
2)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3) 해외시장 수출 매력도(소비 트렌드, 경쟁구도, 유통구조 등)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4) 무역금융/보험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 확대
5) 특정 국가 기(旣)수출 경험 국내 기업과의 멘토링 주선
6) 인프라 등 현지 투자여건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7) 현지 진출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8)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 지원 확대
9) 한-GCC FTA를 통한 진출 여건 개선

부록 • 209

부록 2. GCC 국가 진출기업 대상 심층인터뷰 설문
Part 1. 기업 일반현황
- 회사에서 중동 지역에 진출한 지는 [A2응답]년 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님께서
회사 및 개인
진출시기

는 중동에 가신 지 몇 년 정도 되시나요?
∙ (회사 진출시기와 동일한 경우) 처음 중동에 가서 가장 힘드셨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 (회사 진출시기 대비 늦은 경우) 귀하께서 중동에 가셨을 때 회사는 중동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 중동 지역 진출 동기는 [A6응답]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달성된 것 같으신가요?

진출 동기

∙ 진출동기 달성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향후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이신가요?

Part 2. 수출입 환경
- 대중동 수출 시 관세율이 현지 상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입
니까? 아니면 최근 소폭 상승하기는 했으나 큰 문제는 되지 않는 수준입니까?
∙ 관세율이 몇 퍼센트 정도로 내려가야 경쟁력을 확보하기 용이할 것 같으십니까?
관세율 인식 - 다른 비용 및 애로사항과 비교했을 때 기업이 느끼는 상대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기업) 최근 관세가 최대 20%까지 인상되었는데, 이에 대해 기업
이 느끼는 부담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 인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로 통관절차, 수입규제 등이 있습니다.
어떠한 비관세장벽을 체감하고 있으십니까?
<비관세장벽 예시>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동식물 검역 관련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환경, 위생, 효율성 인증 등
비관세장벽

∙ 세이프가드(SG: Safeguard) 및 특별 세이프가드(SSG: Special Safeguard) 관세
∙ 반덤핑관세(ADP: Anti-Dumping Practices)
∙ 상계관세(CD: Countervailing Duty)
∙ 수량제한(QR: Quantitative Restriction): 수입 가능한 물량 및 무게 제한
-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생산 및 수출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을 느끼십니까?
∙ 비관세장벽에 대해 기업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 중동 지역 수출입 환경과 관련해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지원정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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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투자 및 현지인 채용
- 중동시장 투자 진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요인은 [C1응답]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대처
하고 계신가요?
∙ 이외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투자

- 현지 규제 중 투자진출을 방해하는 요인은 [C2응답]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 이외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 현지에 한국 전용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입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중동 내 현지인 채용에 대한 규제가 [C7응답]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느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지인 의무고용 관련 규제가 귀사의 생산성 및 비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 현지인 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부족한 점은 [C9응답]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현지인 채용

- 현지인 의무고용에 대한 현지 정부의 관리ㆍ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
니까?
∙ 관리ㆍ감독이 강화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현지 법인의 노사관계 측면(노사갈등, 노동쟁의, 단체행동 등)에서 애로사항은 무엇
입니까?
- 현지인 채용과 관련해 한국정부나 GCC 정부가 제도적으로 어떤 점이 보완되면 좋
을 것 같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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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정부지원정책
애로사항
해결방법

- 대중동 수출 및 투자 진출과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 이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시나요?
-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활용하고 있는 지원정책은 [D3응답]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활용 중인
정부지원제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나요?
∙ 정책 활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 활용하신 정책에 대해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은 [D4응답]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정책

정책들이 있어야 할까요?

사항 요구

∙ 이외 대중동 수출 및 투자진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은 무엇
입니까?

Part 5. 추가 질문 및 마무리
종합 의견

마지막으로 국내 지원정책의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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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Changes of Economic Policies of GCC Countries in the Era
of Low Oil Price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Kwon Hyung Lee, Sung Hyun Son, Yunhee Jang, and Kwang Ho Ryou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study changes in the economic
policies of GCC countries in the era of low oil prices,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iddle East countries. We conduct a review of economic policies,
including case studies, divided into the areas of industrial,
employment, trade and investment policies. Then, corporate risk
factors and implications are drawn for Korean companies aiming
to consolidate their market position in the Middle East.
Chapter 2 analyzes the oil-dependent economic structure of
GCC countries and the long-term economic plans being pursued to
diversify this structure. As the economic structure of GCC countries
heavily depends on oil and natural gas exports, volatility in
international oil prices poses the greatest risk to economic stability
in those countries. The drop in international oil prices reduces
export performance in the oil and natural gas sectors, which in
turn results in a decline in the stability of fiscal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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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ly, the six GCC countries have established new mid- to
long-term economic plans with a focus on diversifying their
economies, improving the quality of human capital and expanding
local production and procurement. They are diversifying their
industrial

structure

by

fostering

high-tech

manufacturing

industries such as aerospace and life sciences, and knowledge
service industries such as finance, logistics and tourism, and
strengthening policies in areas including technology development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 transformation
and startup support.
Chapter 3 examines industrial policies focusing on strengthening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and digital transformation.
Although the level of innovation in GCC countries is still
considered to be below expectations, technology innovation
policies are continuously being pursued to strengthen innovation
capabilities in Saudi Arabia and the UAE. In addition, digital
transformation is being actively promoted by digitizing government
services and establishing various digital service platforms. Digital
transformation is also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e oil sector
as it can increase operational efficiency and workplace safety and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State-run oil companies are
employing cutting-edge technologies in the form of robots, drones,
AI and big data to conduct real-time analysis and management of
their industrial facilities. Smart cities, tourism, logistics, space and
life sciences are areas where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y
is accelerating, and government-level fostering policies are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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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ed. Meanwhile, Saudi Arabia and the UAE recognize
technology-based startups as key factors that will lead the nation’s
innovation and are pushing for policies to vitalize the startup
ecosystem by expanding support programs for startups.
Chapter 4 touches upon recent changes in the employment
policies of GCC countries, focusing on expanding employment for
national workers and enhancing their job competenci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Nitaqat system, Saudi Arabia has
strengthened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quota system
for national workers and subdivided its application criteria by
industry and business size. Furthermore, in recent years, quota
systems have been applied to jobs that require relatively high levels
of technology, such as engineers, while foreign fees have also been
introduced. The UAE is implementing systems that take into
account the relatively small size of its national workers, with the
Absher Initiative, in which the government covers the cost of
vocational training for national employees, and the Tawteen Gate,
in which companies that want to hire foreigners are mandated to
review national job seekers first. In addition, GCC countries are
taking measures to improve the employment environment of the
private sector by introducing a minimum wage system, wage
protection system and maternity leave. Regulations to expand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of national workers can lead to certain
negative consequences, such as industrial development being
hindered, outflow of excellent foreign workers, and reduced inflow
of foreign investment. In preparation for such a situation, 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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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are trying to increase vocational training support for
national workers, eliminate restrictions on women labor and foster
cooperation with compani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advanced countries.
Chapter 5 surveys the GCC’s trade and investment policy changes.
The GCC’s tariff rate remained low at around 5 percent as it launched
a customs union in 2003, but has been rising slightly since 2015.
Saudi Arabia, in particular, has raised its own tariff rate by up to 20
percent in June 2020 in order to secure the government’s non-oil
revenue. The GCC also drew up a “Common Law on Anti-Dumping,
Countervailing and Safeguard Measures” in 2004 and has been
imposing safeguard and anti-dumping duties on imported goods
such as steel products, car batteries, whose domestic production
have increased. In addition, the GCC has tightened regulations on
food imports for the purpose of health and safety for its citizens by
increasing the number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notifications. The 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GSO), a
joint body of GCC countries, is increasing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while each GCC member country is introducing its
own certification system and tightening labeling policy as well.
Regarding investment policies, GCC countries are relaxing various
regulations and offering incentives to support foreign investors. In
particular, Saudi Arabia, the UAE and Qatar are removing regulations
restricting foreign ownership, expanding various support measures,
including granting permanent residency to foreigners, tax exemption
and allowing the transfer of profits overseas. On the othe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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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GCC countries are also strengthening localization policy so
that overseas bidders can further contribute to investment,
production and job creation in the region by granting additional
points to local employment and local production of the bidders.
Chapter 6 examines onlin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to
identify major troubles Korean companies are facing in the GCC
countries, and their requests for the government. According to the
surveys, lack of market information (26.7%), local regulations
(23.3%), cultural gaps (20.0%), and lack of skilled workers (10.0%)
are the main difficulties in conducting investment in GCC countries.
In the area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the respondents
requested for better legal services, the latest investment information,
and financial assistances. In light of the above findings, this
research present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a
digital cooperation platform should be established for infrastructure
build-up,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dustrial development
based on a shared vis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Seco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systems should be
strengthened to enhance productivity of local workers employed
by Korean companies. Korea and GCC countries need to cooperate
in sharing programs between their VET institutions. Third, corporate
support programs of diverse institutions such as Korean embassies
and KOTRA should be unified under “one team one goal.” This
would help Korean companies share market information,
networks, and new loc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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