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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중동지역 국가들에도 부동산 가격 및 주가 폭락,
소비 위축 등과 함께 주요 재정수입원인 유가의 하락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
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중동경제의 어려움은 거대한 토목사업으로 세계의 관
심을 모아 왔던 두바이를 비롯해 주요 산유국들이 대형사업들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는 데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금년 1/4분기를 지나오면서는 금융위기 초기의 충격이 차츰 가라
앉고 각국의 대응책에 따라 경기 방어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은 지난 6년간의 고유가 시대에 1조 5,000억 달러 내외의 경상수지
흑자를 축적했고, 이와 같은 자산이 세계의 여타지역에 비해 적극적인 위기
대응책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462억 달러를 기록했던 우리의 플랜트 수출은 금년 1/4분기 들어
무려 61.3%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미주,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급감했고, 주력시장인 중동지역에서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가스, 석유화학, 발전 및 담수 분야에서 여러 사업들을 연
기하고 있으나, 이는 재원의 문제라기보다 급변한 시장상황에 맞춰 장단기
투자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해석된다.
호황기에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일부 사업들을 제외하면 기존의 계획사업
들은 대부분 약간의 조정을 거쳐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주력시장인 중동지역의 시장 동향을 꾸준히 파악하면서 장단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지난해 9월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금

융위기 속에서 중동지역의 여러 나라
들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 동안 국제유가 상승
에 힘입어 최고의 호황을 누려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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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산유국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가가 폭락하면서 심각한 재정적 어
려움에 부딪히게 됐다. 중동경제의 어
려움은 세계 최고층 빌딩, 인공섬 건
설 등 거대한 토목 사업으로 세계의
관심을 모아 왔던 두바이가 상당수
대형공사들을 연기 또는 취소하게 된
데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중동경제의 이와 같은 사정은 우리
의 대중동 무역과 건설수주에도 직접
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떠올랐던 플랜트 분야
는 주력시장인 중동 각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
다. 금년 1/4분기에 우리의 플랜트 수
출은 전년동기 대비 61.3% 감소하였
는데, 세계경기의 조속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동
경제의 동향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해
야 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중동 주요국 경
제 동향과 함께 플랜트 시장의 주요
분야별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
제한된 시간과 지면을 반영해 여기에
서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걸프 국
가들과 석유·가스, 석유화학, 발전 및
담수 분야로 서술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2. 중동 주요국 경제 동향과 금융위기
대응
석유수출에 경제가 의존하는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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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들은 2002년 이후 지난 6년여
간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
지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해 왔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
우 2007년 한 해에만 2,300억 달러의
수출과 880억 달러의 수입으로 1,420
억 달러의 무역 흑자와 953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중동산유
국들은 이처럼 축적된 부를 기반으로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산업분야와
관광, 금융 등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개발, 인프라 개발 등에 막대한 투자
를 하면서 1970년대 1차 석유파동 시
기의 호황을 능가하는 호경기를 구가
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배럴당 140달러
를 넘어 정점에 달한 국제유가가 그
후 급속한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산유
국 경제의 호황은 끝나는 것이 아니
냐는 예측이 대두되었다. 설상가상으
로 10월 이후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중동에도 파급되면서 금융과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경제 전반에
위기 의식이 확산되었다.
중동경제의 위기는 지난 6년여간
공격적인 부동산 개발과 해외투자로
세계의 관심을 모아 왔던 두바이의
금융위기와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먼
저 나타났다.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이후 두바이의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주요 상업은행들이 신용제
공을 기피하면서 위기 의식이 빠르게
인근 국가로 확산되었다. 두바이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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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최근 국제유가 추이(배럴당 달러)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동산 가격은 2002년 이후 300% 이상
상승했으나, 2008년 10월 한 달에만
5% 이상 하락했고, 세계 최고층 빌딩
으로 관심을 끌었던 부르즈 두바이
(Burj Dubai)의 가격은 50% 이상 폭
락했다.1)
에마르(Emaar) 등 대형 부동산 개
발업체들이 감원을 시작하면서 소비
위축이 우려되기 시작했고, 두바이 정
부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새롭게 부
각되면서 인공섬과 지하철, 공항 확장
등 대규모 공사의 취소 또는 연기 발
표가 잇따랐다. 총인구 150만 명 가운
데 외국인 노동자가 85% 이상에 달
하는 두바이는 직업을 잃은 외국인력
들의 귀국으로 금년 중 10% 내외의

인구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부동산 시장과 소비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동 각국의 부동산 투자 붐을 이
끌었던 두바이의 위기는 인근 국가에
도 빠르게 영향을 주었다. 두바이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구
성하고 있는 연방 수도 아부다비에서
는 부르즈 두바이와 경쟁하던 세계
최고층 빌딩 타미르 타워(Tameer
Tower) 공사가 중단되었고, 사우디아
라비아는 8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
던 킹압둘라 경제도시(King Abdullah
Economnic City) 등 대형 토목공사
와 4개 정유공장 확장 계획 등을 연
기하였다.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1) MEED, 21-27 November 2008,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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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인근 산유국들도 실수요 전망이
약한 토목공사들을 연기 또는 취소
하는 가운데, 쿠웨이트에서는 금년 3
월 각료들의 부패 의혹으로 내각이
사퇴하고 의회가 해산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그러나 금년 1/4분기를 지나오면서
중동 각국에서는 금융위기 초기의 충
격이 차츰 가라앉고 적극적인 대응정
책들이 발표되어 경기 회복까지는 아
니더라도 최소한 위기가 완화될 것이
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사우디아
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Aramco)는 금년 3월 새로운 5개년
(2010~2014)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는
데, 이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17개 대
형사업을 중심으로 총 144개 사업에
6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상류(upstream) 부
문에는 280억 달러, 하류(downstream) 부문에는 220억 달러를 투자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는 종전의 계획보다 확대된 것으로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사우디 정부가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늘리겠
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
다.2) 사우디 정부는 인프라분야에 대
한 투자도 GDP의 7~8% 수준을 계
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UAE 연방정부는 지난해 10월 금
융위기의 충격 속에서 은행의 신용경
색을 막기 위해 327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제공한 바 있으며, 아부다비
정부가 두바이 정부의 재정을 긴급
지원하는 등으로 대응해 왔다. 금년 4
월 18일 두바이의 통치자(emir)는 언
론 회견을 통해 최악의 위기 상황이
진정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연
방 전체로 금년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해 7.4%에서 3% 내외로 둔화될 것으
로 예상하였다.3)
쿠웨이트는 금년 2월 은행과 기업
들에 대한 14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
융 조치를 마련한 데 이어 3월에는
5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내수 진
작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자
본시장법과 회사법을 개정하여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쿠웨이트의 법안
들은 5월에 재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오만은
비석유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
속 늘려서 2008년 GDP의 45% 수준
인 석유산업의 비중을 2020년에는
9% 수준으로 낮출 계획임을 밝혔다.
전체적으로 중동경제는 급속한 경
기침체의 위기가 차츰 진정되어 가는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2) MEED, 27 March 2009, p. 11.
3) 두바이의 통치자는 셰이크 모하메드 마크툼(Sheikh Mohammad bin Rashed al-Maktoum)으
로서 UAE 연방의 총리를 맡고 있다. UAE 연방의 대통령은 아부다비의 통치자가 맡는다.

60

KIET 산업경제

금융위기하의 중동 플랜트 시장 동향

<표 1>

중동 산유국 경상수지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사우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1,873

28,048

49,295

89,990

98,034

95,300

쿠웨이트

4,263

9,426

18,142

34,308

51,021

52,734

알제리

4,583

7,030

10,168

18,072

18,545

32,483

UAE

3,409

7,548

10,590

24,368

35,156

31,570

이란

3,585

816

1,441

16,637

20,650

23,855

694

3,402

4,616

14,945

22,170

19,583

리비아
이라크

-782

-935

-2,405

1,694

7,096

6,850

카타르

3,824

5,754

7,552

7,482

9,459

5,453

31,449

61,089

99,399

207,496

262,131

267,828

8국 합계

자료 :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07.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다른 지역
에 비하면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양
호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IMF는
금년 1월에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자
료에서 세계경제가 금년에 0.5% 성장
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권 경
제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
로 예상되는 데 반해 중동지역은
3.9% 성장하여 중국, 인도와 함께 세
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방어하는
지역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것은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추세에도 불구
하고 중동산유국들이 지난 6년 동안
축적한 재원에 기반해 경기침체를 방
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다.
<표 1>에서 보듯이 중동산유국들은
지난해까지의 유가 상승기에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축적하였다. 중동의
8개 OPEC 산유국들이 2002~2007년

동안 기록한 경상수지 흑자는 누계로
9,300억 달러에 달하며, 2008년에는
더욱 큰 흑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
정된다. 중동산유국들이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형태로 운용하고 있
는 자산은 1조 5,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
면서 금년에는 주요 산유국들이 대부
분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지만, 각국 정부들은 유가가 배
럴당 45달러 수준만 유지한다면 이
미 계획된 재정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3. 주요 부문별 플랜트 시장 동향
지난해 한국의 플랜트 수출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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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의 플랜트 수주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전체
중동

사우디

UAE

2004

2005

2006

2007

2008

누계

금액

8,471

15,814

25,493

42,162

46,270

138,209

금액

3,285

8,411

9,028

12,265

20,060

53,049

비중

38.8

53.2

35.4

29.1

43.4

38.4

금액

501

2,324

2,398

5,599

2,747

13,568

비중

5.9

14.7

9.4

13.3

5.9

9.8

금액

129

725

2,130

2,303

2,897

8,184

비중

1.5

4.6

8.4

5.5

6.3

5.9

자료 : Plant Korea.

462억 달러를 기록했고 중동지역은
이 가운데 201억 달러로 전체의 43%
를 차지했다. 그런데 금년 1/4분기 중
의 플랜트 수출은 4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1%나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금융위기의 진앙인 미주
지역에서 96%나 감소한 것을 비롯해
아시아, 유럽 지역에서 모두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반면, 주력시장인 중동지역에서는
11%가 감소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다. 세계가 동시 불황에 빠져 있
는 상태에서 플랜트 수출에 기대를
걸 수 있는 곳은 역시 주력시장인 중
동지역밖에 없는 형편이라 할 수 있
다. 아래에서는 플랜트산업의 주요 분
야별로 중동지역의 시장 동향을 살펴
본다.

(1) 석유·가스
금년 2월 OPEC의 사무총장은 11
개 회원국가에서 여러 단계에 있던
35개 시추사업이 연기되었다고 발표
하였다. 중동경제전문지인 MEED지
의 금년 3월 조사에 따르면 걸프지역
에서는 총 10억 달러 규모의 55개 사
업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금년 1월까지 걸프
지역에서 석유가스 부문에 발주가 시
행된 사업은 1건뿐인 것으로 나타났
다. 유가 상승기에 유전 및 가스전 탐
사와 정유시설 증축 등 활발한 투자
를 해 오던 산유국들이 세계경기 불
황과 유가 하락 추세 속에서 추가적
인 투자 확대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다.4)

4) MEED: Oil and Gas 2009, p. 8 ; MEED Special Report: Oil & Gas Contractor Survey,
05 Marc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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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의 2009년 1/4분기 지역별 플랜트 수주
단위 : 백만 달러, %
2008. 1~3월

2009. 1~3월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증가율

계

11,181

100

4,324

100

-61

중동

2,790

25

2,482

57

-11

아시아

1,768

16

126

3

-93

996

9

964

22

-3

유럽

3,447

31

675

16

-80

미주

2,180

19

77

2

-96

아프리카

자료 : 지식경제부, 플랜트산업협회.

연기 또는 취소된 사업들이 대부분
대규모 예산을 소요하는 대형사업들
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업체들에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우디
는 지난해 11월 말 총 12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던 담맘(Dammam) 유
전 개발사업을 취소하였고, 총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던 라스
타누라(Ras Tanura), 얀부(Yanbu),
주바일(Jubail) 등의 4개 정유공장 사
업 발주를 연기하였다. 쿠웨이트는
1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 알주르
(Al-Zour) 정유공장 사업을 지난해
발주했으나, 의회가 이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고 나섬으로써 사업 추
진이 지연되고 있다. UAE는 50억 달
러를 책정했던 후자이라(Fujairah)
정유공장 사업을 무기한 연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기 사태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석유회사들의 전
략 수정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며 재원
조달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상황

을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우
선 금융위기 발생 이후 건설경기가 급
속히 냉각되면서 기자재 가격이 폭락
한 상황을 반영해 기존의 사업 예산들
을 재점검하고 인하된 가격으로 재입
찰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기가 반영되
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석
유·가스 플랜트뿐만 아니라 건설사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6년 동
안 시멘트, 철근, 알루미늄 등의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면
서 프로젝트 건당 공사비가 크게 늘어
났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상황은
산유국 정부와 석유회사들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장기적인 투자계획
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나갈 것으
로 예상하는 시각도 무리는 없다. 실
제로 사우디의 아람코는 앞서 언급한
대로 금년 3월에 대규모의 5개년 투
자 계획을 새로 발표하였다. 한편, 이
라크, 오만, 예멘, 바레인 등 그동안
200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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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생산이 부진하였던 나라들이 상
대적으로 최근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석유화학
석유화학은 중동의 산유국들이 산
업입국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오고 있는 분
야이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국
가들의 석유화학산업은 풍부한 원유
와 가스에 기반한 강력한 원가 경쟁
력을 바탕으로 수출 산업화하면서 세
계시장을 급속히 잠식해 가고 있다.
최대 생산국가인 사우디의 기초 석유
화학 제품 생산능력은 연간 2,300만
톤에 달하며, 2007년에 14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사우디의 비석유
산업을 총괄하는 사우디기간산업공사
(SABIC)는 이미 석유화학 분야에서
세계 최대 기업 중의 하나로 떠올랐
고, 1만 7,000명을 고용하면서 사우디
경제의 다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
고 있다.5)
사우디의 에틸렌 생산원가는 톤당
85달러로 미국 걸프지역의 394달러에
비해 1/4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같은 원가경쟁력을 갖춘 중
동산유국들은 최근의 금융위기 속에

서 시장 전망이 밝지 않지만 경쟁업체
들이 모두 어려움에 처한 현재 상황이
오히려 호기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
존의 투자 계획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
고 있다. SABIC은 지난해 4/4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비 95%나 급감하
면서 2008년 2월 145리얄을 기록했던
주가가 연말에는 45리얄로 하락하기
도 하였다. 그러나 석유화학 분야의
사업들은 거의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
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MEED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금
년 3월 현재 사우디는 석유화학 분야
에서 8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116억 달러가 소요되는 32
개 사업이 금년 중 완공되고, 90억 달
러가 소요될 10개 사업이 2010~2013
년 사이에 완공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39개 사업은 대략 4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사업심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6) 금년 3월에는 SABIC의 자
회사인 아랍 석유화학회사(Petro
kemya)가 주바일에 연산 20만 톤 규
모의 ABS 합성수지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하여 엔지니어링 및 설계
분야를 발주하였다.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주관하
고 있는 라비그와 라스 타누라의 복

5) 중동 석유화학산업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본지 2007년 10월호의“다운스트림 투자 본격화하
는 중동의 석유화학산업”
(주동주 저) 참조.
6)“Saudi petrochemicals producers keep projects on track”
, MEED, 18 Marc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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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석유화학단지 사업은 총 300억 달
러 이상이 투자될 대형사업으로 관심
을 모았지만 최근의 위기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근의 자재가격 하락을 반영하여 공
사비를 재산정하기 위한 과정인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아람코는 기존 사
업비의 10~20% 인하를 도모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스
미토모(住友)사와 합작으로 추진해
온 라비그 단지(Petro-Rabigh)에서
는 금년 4월 8일 연산 130만 톤 규모
의 에탄 크래커가 첫 생산을 개시하
였다.
한편, 다른 산유국들도 석유화학 분
야 사업들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카타르는 메사이드(Mesaieed)
폴리에틸렌(LDPE) 제3공장 사업 입
찰을 당초 예정보다 조금 늦은 3월
말에 시행하였다. 이 공장은 총 4억
1,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25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라스 라
판(Las Raffan)에 에탄과 프로판을
이용해 연간 130만 톤의 에틸렌을 생
산하는 크래커 사업은 현재 엑슨모빌
(ExxonMobil)사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란 은 금 년 3월 에 아 살 루 에
(Assaluyeh)의 암모니아 공장에 대
한 엔지니어링(EPC) 계약을 체결하
였다. 이 사업은 남부 아살루에 가스
전으로부터 원료를 받아 연간 24만
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

업으로 중국의 티안첸(Tianchen)사
가 현지기업과 합작으로 시공 및 자
재구매 전반을 맡게 되었다. 알제리는
50억 달러가 소요될 아르주(Arzew)
의 에탄 크래커 건설을 위해 국영 석
유회사인 소나트락(Sonatrach)이 프
랑스의 토탈(Total)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금년 9월경 발주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발전·담수
전력과 담수 부문은 최근의 금융위
기에 따른 건설 공사 연기 사태로 직
접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심각하게 위
축되고 있는 부문의 하나이다. 대규모
건축과 산업시설 공사가 연기되면서
지난 수년간 추진되어 온 전력과 용
수 부문의 시설 확장 계획들이 과잉
투자라는 의문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특히 대형 건축공사들이 무더기로 취
소 또는 연기되면서 인구 감소 현상
까지 벌어지고 있는 두바이의 경우
그 영향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바이의 국영 나킬(Nakheel)사가
추진해 오던 팜 제벨알리(Palm Jebel
Ali), 워터프론트(Waterfront), 팜 데
이라(Palm Deira) 등의 3개 인공섬
과 관광시설 공사만 하더라도 300만
명을 수용하는 주거 및 상업 시설들
을 계획했으나, 현재 그 추진이 불투
명한 상황이다. 또한 연간 1억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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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의 승객을 처리하여 세계 최대
의 공항이 될 것으로 계획되었던 알
마크툼(Al-Makhtoum) 공항 확장
공사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2008년 1월 기준 5,448MW의 발전
용량과 하루 2억 7,800만 갤런의 담수
처리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두바이
전력 및 수자원청(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 DEWA)은
2015년까지 전력 및 담수 수요가 각
각 1만 5,000MW와 하루 8억 갤런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러
나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예측은 비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는 의문에 부딪
히고 있다. 이에 따라 두바이는 제벨
알리 지역에 건설을 추진하던 하시얀
(Hassyan) P 발전 및 담수공장의 1,
2단계 공사를 연기하였고, Q 공장 사
업은 무기한 보류하기로 하였다.
아부다비와 사우디,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인근의 국가들은 두바이처
럼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으나 역시
투자계획을 재점검하면서 일부 사업
들을 연기하고 있다. 오만의 전력 및
수자원공사(OPWP)는 2008년 말에
공개할 예정이던 7개년 사업전망의
발표를 미루었는데, 시장 상황이 불투
명해짐에 따라 새로운 전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
기에는 최근의 건설경기 위축으로 기
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기존의 예산들을 다시 산정하
는 작업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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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및 담수 부문의 향후 플랜트
시장 전망은 경기 회복 속도와 소비
증가 전망에 다른 어느 부문보다 민
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분간 심각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두바이를 제외하면 다른 나
라들의 경우 인구 증가 추세가 지속
되고 노후 시설의 보수 및 확장 수요
도 커지고 있어 기본적 수요는 꾸준
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
히 오랜 전쟁과 치안 불안으로 전력
과 상수 및 하수 등 기본 인프라 시
설의 확충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이라크가 향후 이 부문의 유망시장으
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4. 맺음말
기술 서비스와 상품을 복합적으로
판매하는 플랜트 산업은 최근 자원부
국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플랜
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우리의 새로운
유망 수출산업으로 떠올랐으나, 지난
해 말 이후 돌발적인 금융위기의 영향
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세계
적인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랜트산업의 최대 시장인 중동지역
의 경제상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
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은 관련 업계에
그나마 희망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연기되거나 보류된 사업
들이 하반기에는 상당 부분 다시 착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우리 업

금융위기하의 중동 플랜트 시장 동향

체들로서는 꾸준한 동향 파악을 통해
장단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부에서는 2008년 25억 원이던 신
규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자금을
2009년에는 3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지원 자금 등과 결합해
플랜트 수출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
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수시로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중동지역의 시장 동향
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니므로, 기
업과 정부, 연구기관들이 상시적으로
꾸준히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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