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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1년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중동 산유국들의
경제는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OPEC의 8개 중동 산유국들의 2005년 석유수출
수입은 3,524억 달러로 2001년 대비 2.2배 증가하였다. 이에 힘입어 산유국들
은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속속 착수하고 있으며, 향후 2010년까지 6,900억 달
러 이상의 개발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유국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개발 분야는 석유화학, 석유 및 가스, 발
전, 담수 등이다. 석유화학은 이란,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등이 모두 현재
의 생산능력을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의 경우는 사
우디가 생산능력을 현재보다 40% 정도 늘릴 계획이며, 쿠웨이트는 70억 달러
가 소요될 Project Kuwait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가스의 경우는 이란이 세계
최대 가스전인 South Pars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으며, GCC 국가들의 합작사
업인 Dolphin Project도 대형 사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의 대중동 플랜트 수주는 2005년에 전년 대비 2.6배나 증가하여 8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세계 전체로부터의 수주액에서 53%를 차지하였다. 우리는
모처럼 찾아온 중동시장의 호기를 잘 활용하여 적극적인 수주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업체들의 설계 및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
로 중동 산유국들의 경제가 대호황을
누리면서 우리의 대중동 플랜트 수출
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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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유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동 산유국들의 경제 동향과 함께,
특히 이들 국가들의 개발붐에 따른
플랜트 발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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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1. 중동 산유국 경제 고유가로
대호황
2001년 이후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힘입어 중동 산유국들의 경제
는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01
년 배럴당 23달러를 밑돌던 중동산
두바이유가는 그 후 꾸준한 상승추세
를 유지해 오면서 2006년 3월 현재
56달러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중
동 산유국들은 막대한 석유수출 수입
을 거두게 됨으로써 1973~85년간의
제1차 오일붐에 이어 최근 5년여간
제2의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석유수출국기구
(OPEC)의 회원국 중 중동지역에 위

<표 1>

치한 8개국의 석유수출 수입은 2001
년 1,638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3,524억 달러로 회원국 평균 2.2배 증
가하였다. 최대 수출국인 사우디아라
비아는 2.5배 증가하였고, 다른 산유
국들도 대부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3년 전쟁을 겪은 후 아직까지 정
치 불안을 겪고 있는 이라크만 1.2배
증가하였을 뿐이다.
경제의 석유의존도가 매우 높은 중
동 산유국들에서의 이러한 석유 수출
증가는 경제 전반의 활황으로 이어지
면서 각국의 높은 경제성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
비아를 비롯해 이란, UAE 등 주요
산유국들은 이라크전이 끝난 2003년
이후 모두 연간 5~7% 수준의 성장
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관광, 금

중동 산유국의 석유수출액
단위 : 억 달러
2001(A)

2002

2003

2004

2005(B)

(B)/(A)

사우디아라비아

598

638

849

1,156

1,501

2.51

UAE

224

218

252

302

390

1.74

쿠웨이트

150

141

188

274

369

2.46

이란

214

192

261

322

410

1.91

리비아

109

105

136

182

239

2.20

알제리

117

124

165

227

298

2.54

카타르

70

69

88

135

135

1.94

이라크

157

126

75

182

182

1.16

1,639

1,612

2,013

2,780

3,524

2.15

중동 소계

자료 :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03.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http://www.eia.doe.gov)
주 : 1) 2000~2003년은 OPEC 통계, 2004~2005년은 EIA 예측치임.
2)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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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동 주요 산유국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우디

4.9

0.5

0.1

7.2

5.3

4.7

UAE

12.3

3.5

1.9

7.0

5.9

6.8

쿠웨이트

1.9

0.7

-0.5

9.7

7.2

6.5

이란

5.1

3.7

7.5

6.7

6.5

7.5

이라크

4.0

-6.0

-6.5

-21.8

35.2

12.5

자료 : EIU, MEED 등 종합.

융업 등 거의 전업종이 풍부한 역내
자금사정에 힘입어 활황을 보이면서,
각국의 증시지수도 폭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시지수는 2004
년에만 87% 상승하였고, 쿠웨이트 증
시의 경우는 2002~2004년간 2.7배
상승하였다. 카타르의 경우는 2004년
명목성장률이 20%를 초과하면서 1인
당 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3년 전쟁 이후 미
군의 점령하에서 아직도 정통 신정부
가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라크는
정정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출
이 차츰 정상화되면서 2004년에 30%
이상의 높은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동경제의 이러한 호황은 앞으로
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이 중
국, 인도 등의 고성장에 따른 수요 견
인에 의한 측면이 크고, 이러한 추세
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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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물가불안 요인이 나타나고
있고, 석유화학과 관광 부문 등에서
과잉 투자의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기
는 하다. 그러나 총수출의 80% 이상,
GDP의 40~50% 정도를 차지하는
석유산업의 호황이 이어지는 한 경기
흐름이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 각국의 플랜트 발주 동향
오일 머니의 유입으로 막대한 재정
흑자가 발생하면서 중동 각국은 대규
모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민간 부문에서도 대형 프로젝트
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 중동경제
전 문 잡 지 인 MEED(Middle East
Economic Digest)는 향후 2010년까
지 걸프협력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 : GCC) 6개국과 이란, 이라
크에서 총 6,964억 달러 규모의 개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1)
우리 돈으로 거의 700조 원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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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
이다. 여기에는 최근 우리의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토목, 건축
등의 사업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나,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플랜트 분야의 규모도 크다.
아래의 <표 4>에서 보듯이 우리가
중동에서 수주하고 있는 플랜트는 석
유화학, 석유·가스, 발전, 담수, 해양
시설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여
기에서는 이러한 설비분야별로 주요
산유국의 발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
다.

(1) 석유화학
나프타와 천연가스를 이용해 에틸
렌 등 기초 유분을 만들고 나아가 합
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 각종
공업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중동 산유국들
이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1980
년대부터 집중 육성해왔다. 그동안 세
계시장을 지배해 왔던 아시아, 유럽,
미국의 업체들은 최근 전반적인 공급
과잉 상황 속에서 사업다각화 및 합
작, 통합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
산유국들은 이 분야의 생산능력을 공

격적으로 늘려 왔으며, 최근에는 오일
머니에 힘입어 더욱 대대적인 시설
확장 및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이 이 분야에서 지니
고 있는 강점은 기본적으로 저가의
원료 공급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세
계 대부분의 생산업체들이 나프타를
기초원료로 사용하는 데 반해, 중동국
가들은 가격이 더 싼 에탄 가스를 이
용한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거기
에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원료를 산유
국에서 수입하는 데 반해, 중동 산유
국들은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동 산유국들의 설비 확장은
세계 각국 업체들에게 공포의 대상으
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능력을 단적으
로 보여주는 지표인 에틸렌 생산능력
의 경우 중동지역 전체의 생산능력은
1985년 연간 300만 톤 이하에서 2003
년에는 1,000만 톤을 넘어섰으며, 향
후 2008년까지는 다시 두 배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세계 전체의 7.5%를 기
록했던 중동지역 국가들의 생산능력
이 2008년에는 1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2)
현재 석유화학 분야의 사업 확장을
가장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1) 국가별 발주 예상 금액은 UAE 2,214억 달러, 사우디 1,461억 달러, 카타르 1,026억 달러, 쿠웨
이트 695억 달러, 오만 282억 달러, 바레인 215억 달러, 이란 871억 달러, 이라크 199억 달러
등이다(자료 : MEED, Oct. 21-27, 2005).
2) 日本經濟産業省(2004),「世界の石油化學産業の今後の需給動向」; MEED, May 7-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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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다. 이란의 국영 석유화학공사
(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
NPC)는 2015년까지 에틸렌 생산능
력을 현재의 두 배 이상인 연산 700
만 톤으로 늘리고, 연간 20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2010년
까지 1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세
우고 있다.
NPC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
는 사업은 이라크에 인접한 서부 국
경지대를 따라 12개의 올레핀 공장을
건 설 하 고 , 남 부 의 파 르 스 (South
Pars) 가스전으로부터 이들 공장으로
원료를 공급할 1,630km의 파이프라
인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남부의
특별경제구역 내에 위치한 아쌀루에
공장(Olefins 12)은 연간 190만 톤의
에틸렌, 85만 톤의 스티렌, 20만 톤의
폴리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세계 최
대의 에탄 크래커로 계획되고 있다.
중동지역 내 최대 생산국가인 사우
디아라비아는 2004년 말 700만 톤 정
도인 에틸렌 생산능력을 2010년에는
1,050만 톤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우디 국
영기간산업공사(SABIC)는 쥬바일과
얀부의 석유화학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역점 사업인 얀부의
올레핀 공단(Yansab)에는 30억 달러
가 투자될 예정이고, 메타놀 공단은
10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이다. 쥬바일
의 석유화학 공단에도 SABIC 산하의
각종 국영 사업체들과 민간업체들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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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들과 합작으로 대대적인 시
설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카타르도 Ras Laffan의
석유화학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
여 2011년까지 에틸렌 생산 능력을
현재보다 세 배 많은 연산 600만 톤
으로 늘릴 계획이다. 쿠웨이트는 슈와
이바의 올레핀 공단(Equate 2)에 20
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산 85만 톤의
에틸렌을 비롯 각종 기초제품을 생산
할 계획이며, 방향족 공단에는 14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70만 톤의 파
라크실렌을 생산할 계획이다.

(2) 석유·가스
세계 석유의 40%, 천연가스의
15% 내외를 생산하고 있는 중동 산
유국들은 자국 경제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이 분야의 지속적인 경쟁우
위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
하고 있다. 각 산유국들은 신규 유전
및 가스전 개발, 노후 시설의 유지 보
수, 정유 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경쟁
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형 플랜트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 평균 1,100만 배럴 수준의 산
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
비아는 향후 50년 동안 1,500만 배럴
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우디는 이를 위해 신규 유전 개발
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5
억 달러가 투자된 UAE 접경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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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Shaybah 유전은 1998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50만 배럴
수준인 생산량을 80만 배럴까지 늘린
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12억 달
러 가 투 자 될 예 정 인 Qatif/Abu
Saffa 유전개발사업은 2002년 발주되
었으며, 현재 두 개의 석유/가스 분리
공장(GOSP)을 비롯해 관련 설비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 최대 유
전인 Ghawar 지역의 Khurais 유전
에는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4개의
GOSP를 건설하고, 하루 120만 배럴
의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이 밖
에 얀부에 40만 배럴의 정유공장을
신설하고, Rabigh 정유공장은 확장할
계획이다.
쿠웨이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Project Kuwait 사업은 70억 달러가
투자될 대형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관련 법안에 대한 의회의 승
인 지연으로 아직 착수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북부의 이라크 접경
지역에 위치한 네 개의 신규 유전을
개발하여 현재 하루 250만 배럴 수준
인 쿠웨이트의 산유량을 400만 배럴
로 늘리고자 하는 계획이다.
천연가스와 관련한 대형사업으로는
이란의 South Pars 가스전 개발과 카타
르- UAE - 오만 합작의 Dolphin Proect
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South Pars
가스전은 1988년 발견되었으며, 추정
매장량이 280TCF에 달하는 세계 최
대의 혼합가스전으로 이란 정부가 이

의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현재까지 15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자
되어 18단계까지의 개발사업이 추진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대건설과
LG건설 등이 이 사업에 일부 참여하
고 있다.
Dolphin Project는 카타르의 천연
가스를 UAE와 오만에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향후 10년에 걸쳐 100억 달
러 정도의 예산이 투자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1단계 사업이 2004
년 본격 착수되어 일본의 JGC사가
최 대 규 모 의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 사업은 아부다비의
Dolphin Energy(DEL)사가 2006년
부터 카타르로부터 하루 20억 ft3 의
가스를 공급받는다는 계획으로 관련
플랜트와 파이프라인의 건설 등에 20
억 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3) 발전 및 담수
중동 산유국들은 평균적으로 1인당
전력 소모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들에 속한다. 연중 거의 하루도
중단없이 가동되는 냉방 시설과 수자
원 부족에 따른 담수공장 가동, 인위
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전력 가격 등
이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여
기에다 최근에는 인구의 빠른 증가와
개발붐에 따라 전력사용량이 급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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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국 모두 전력 시설 확충에 부심
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대부분이 사
막이기 때문에 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담수시설을 확충하는 문제
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현재 추세
로 본다면 15년 이내에 발전용량이
현재의 26.6GW에서 두 배로 늘어나
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걸
프 산유국들의 경우도 사정이 대개
비슷하다. 사우디는 이러한 수요의 충
족을 위해 외국인투자와 민간 주도의
발전·담수 사업(Independent Water
and Power Projects : IWPPs)을 권
장하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
면 사우디 정부는 2016년까지 10개의
IWPPs를 설립하도록 승인하였으며,
총비용이 1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발
전과 담수 프로젝트에 총 500억 달러
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3)
UAE와 오 만 , 쿠 웨 이 트 등 도
IWPP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오만의 Al-Manah에 걸프지역 최초
의 민간 발전소가 건립된 데 이어
UAE의 Taweelah에도 역시 민간 발
전소가 건립되었다. 2001년 발주된
UAE의 Shuweihat IWPP 사업은
16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어 1,500

만 MW의 발전용량과 하루 1억 갤런
의 담수처리 능력을 갖춘 설비를 건
설할 계획이다.
GCC 6개국의 전력보급망을 연결
하는 GCCIA(GCC Inter-connection
Authority)의 사업도 역내외의 관심
을 모으고 있는 주요 사업이다. 이 사
업은 1단계로 2008년까지 12억 달러
를 투입하여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
르, 바레인 등 4개국의 전력망을 우선
연결하고, 2단계에서는 UAE와 오만
까지 같이 연결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3. 한국의 대중동 플랜트 수주
동향과 대응
우리의 플랜트 수주는 2001년에
1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2년 동안
감소하였다가 2004년부터 다시 급등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중동경제의 호황에 따른 수주 증가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2005년
말 기준 우리의 총 플랜트 수주는
1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87.9%나 증
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중동지역으로
부터의 수주는 84억 달러로 전체의
53.2%를 차지하고, 전년과 대비해서
는 무려 156.2%의 높은 증가율을 기
록했다.

3) http://www.eia.doe.gov/emeu/cabs/saud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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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중동 국가별 플랜트 수주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2001

2002

2003

2004

2005

1,886

3,068

825

663

625

2006
321

총계
7,388

409

185

591

489

3,533

1,250

6,457

29

70

85

501

2,324

9

3,717

352

420

4

510

1,127

0

2,414

UAE

0

0

103

127

725

0

954

오만

1

212

104

597

1

0

915

예멘

0

0

0

271

61

0

331

요르단

0

0

169

14

2

0

185

이라크

0

0

0

100

2

0

102

레바논

0

0

0

0

0

86

86

바레인

0

0

27

0

9

0

36

이스라엘

0

56

6

0

1

0

63

시리아

13

0

0

11

0

0

24

리비아

0

0

0

0

1

0

1

중동 소계(A)

3,390
(..)

4,011
(18.3)

1,913
(-52.3)

3,282
(71.6)

8,411
(156.2)

1,665

22,673

세계 전체(B)

10,131
(20.7)

10,025
(-0.8)

6,365
(-36.7)

8,414
(32.2)

15,814
(87.9)

4,677

55,426

33.5

40.0

30.1

39.0

53.2

35.6

40.9

A/B

자료 : 한국플랜트산업협회(http://www.plantkorea.com).
주 : 1) 2006년은 3월 20일 현재까지임.
2)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1) 국가별, 설비별 대중동 플랜트
수주 현황
2005년 말 우리의 대중동 플랜트
수주는 84억 1,0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2.6배가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쿠웨이트 35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23억 달러, 카타르 11억 달러로 이
세 나라가 중동 전체의 83.0%를 차지
했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06년 3월

현재까지의 누계로 본다면 이란이 73
억 9,00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란과 GCC
국가들이 대형 플랜트 사업들을 계속
발주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이 우리의
최대 플랜트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이
이런 현황에서 나타난다.
플랜트 설비별로 본다면 2001년부
터 2006년 3월 현재까지의 누계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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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동 국가별, 설비분야별 플랜트 수주 누계(2001~2006)
단위 : 백만 달러, %
석유화학 오일·가스

이란

발전

담수

해양

1,453

19

39

시멘트·
제철
321

기타

합계

2,267

7,388

797

2,492

쿠웨이트

1,674

1,622

291

697

1,204

0

969

6,457

사우디아라비아

1,260

0

761

856

0

35

805

3,717

카타르

1,355

291

33

278

291

0

166

2,414

UAE

47

0

875

30

0

0

2

954

오만

273

0

409

0

21

0

212

915

예멘

211

55

60

0

0

0

6

331

요르단

0

0

185

0

0

0

0

185

기타

0

0

299

0

0

0

13

312

중동 소계(A)

5,616

4,461

4,365

1,879

1,555

357

4,440

22,673

세계 전체(B)

10,186

6,072

8,944

1,893

16,634

519

1,171

55,426

55.1

73.5

48.8

99.3

9.4

68.8

39.7

40.9

A/B

자료 : 한국플랜트산업협회(http://www.plantkorea.com).
주 : 2006년은 3월 20일 현재까지임.

유화학 부문에서 56억 달러를 수주하
여 대중동 수주 전체의 24.8%를 차지
하였다. 다음으로는 석유·가스설비가
45억 달러로 19.7%, 발전설비가 43억
달러로 19.3%, 담수설비가 19억 달러
로 8.3% 등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전체로부터의 플랜트 설비별
수주 실적과 비교해 본다면 담수설비
는 전체의 99.3%가 중동으로부터 수
주한 것이고, 석유·가스설비는
73.5%, 석유화학은 55.1% 등으로 역
시 중동 산유국들의 특수한 사정이 반
영되고 있다. 시멘트, 제철 분야의 대
중동 수주비중도 68.8%로 매우 높은
데, 이는 중동국가들의 건설붐에 따른
건자재 수요 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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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의 대응
중동지역은 1973~85년간의 제1차
오일붐 때 우리의 해외건설이 진출하
여 막대한 수주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의 도약에 커다란 기여를 한 바
있다. 그 후 우리 경제의 성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과거 주요 수주
분야였던 토목과 건축 등에서는 상당
부분 경쟁력을 상실하였지만, 최근에
는 부가가치가 높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업체들이 다시 도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모처럼 불어온
중동의 제2 오일붐을 잘 활용한다면
최근 내수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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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업체들의 플랜
트 시공능력과 마케팅을 확대하고, 정
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
쳐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임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토목, 건축 분야
는 자국업체들과 중국, 터키, 파키스
탄 등 개도국 업체들이 주로 경쟁하
고 있는 데 반해, 기술집약적인 플랜
트 분야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
스, 이탈리아 등 선진국 업체들이 주
로 경쟁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설
계와 관리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업
체들은 선진국업체들과의 제휴 및 자
체적인 연구개발 능력 확충을 통해
기술 능력 향상에 매진해야 할 것이
다.
정부에서는 중동경제의 호황에 부
응하여 상품 수출 및 플랜트 수주 확
대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 말 이해

찬 국무총리가 사우디, UAE, 쿠웨이
트, 카타르, 오만 등 GCC 5개국을 순
방하면서 고위급 외교를 전개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중동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
검하기 위한 Task Force를 구성하였
다. 플랜트와 건설 부문의 지원정책으
로는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를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을 확대
하고, 두바이에 ‘중동 플랜트·건설
수주 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우리 업
체와 현지 발주처들 간의 연계를 강
화한다는 등 다수의 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4)
이러한 대응이 일회성의 전시 행정
으로 끝나지 않고 Task Force의 지
속적 운영을 통해 업계의 필요와 애
로를 피드백하면서 기왕에 마련된 정
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점검,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
다.

4) 산업자원부·국무조정실,「중동지역 진출 지원 TF 1차 회의 자료」
,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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