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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후 중동경제 동향 및 진출방안
주 동 주
(부연구위원ㆍ국제산업협력실)
djjoo@kiet.re.kr

〈요

약〉

이라크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중동 산유국경제는 20여년 만의
최고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들은
석유수출의 증가로 경상수지흑자, 재정흑자 등이 대폭 늘면서 대규모 개발사
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소득증가로 건설, 관광, 소비
붐이 일고 있다.
우리의 대중동 진출은 상품수출과 해외건설 모두 금년 들어 빠르게 늘어
나고 있다. 그러나 중동경제의 호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부진한 감이 있다.
이라크 사태로 중동 전체를 위험지역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대중동 진출의 장
애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라크를 제외한 중동 20여개 국가의 치안상
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우리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면 지금이 제2의
중동특수를 누릴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하다.

지난해 4월 시작된 미영연합군의 대
이라크 전쟁은 한달 내의 짧은 시간에
끝났지만, 후유증이 이어지면서 세계경
제에 막대한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전
쟁의 무대가 세계 2위의 석유매장량
보유국가인 이라크였고, 그 주위에 주
요 산유국들이 밀집해 있어 이 지역의
불안은 바로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이
어진 것이다.
이라크는 1년여에 걸친 미영연합군

의 직접통치를 겪고 금년 6월 28일자
로 자국인들의 임시정부가 주권을 이
양받았다. 그러나 임시정부와 미국의
영향력에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이 계
속되고 있어 평화를 되찾기까지는 아
직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이라크전쟁이 중동경제
에 가져온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상
황에서 우리의 대중동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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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라크전쟁과 중동경제
이라크전쟁으로 촉발된 국제유가의
상승이 전후에도 이라크 정정의 불안
과 함께 계속 이어지면서 세계경제는
제3의 오일쇼크라 부를 만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
들은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압박, 장기
적인 경기침체의 가능성에 부딪히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석유를 수출하
는 중동산유국들은 1970~8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 시기 이후 최고의 호
황을 맞고 있다. 이라크를 제외한 모든
중동 산유국경제에 전쟁의 영향은 뜻
하지 않았던 횡재로 나타나고 있는 상
황이다.

유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상품수입시장이
국제경제에서 폐쇄되었다.
미영연합군의 이라크 점령 이후
UN은 안보리결의안 1483호(2003. 5)
에 의해 이라크에 대한 그 동안의 전
면적 경제제재를 완전히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이라크가 국제사회에 복귀
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쟁이 이라크경
제에 가져다 준 일차적인 혜택이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후 혼란상태
가 지속되면서 이라크는 여전히 극심
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금년 5월
현재 이라크는 하루 평균 약 205만 배
럴의 원유를 생산하여 이 가운데 150
만 배럴 내외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2) 유가 폭등으로 산유국 경제 호전

(1) UN 금수해제로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
지난해 4월 20일 미군의 바그다드
점령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후 국제사회는 이라크에 대한 10여년
동안의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해제하였
다. 이라크는 1990년 8월 인접국인 쿠
웨이트를 침공하여 점령한 뒤 UN 안
전보장이사회의 결의(결의안 661호)에
따라 세계 모든 나라와의 교역 및 금융
거래가 중단되는 전면적 경제제재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OPEC의 2대 산
유국으로 1989년 하루 약 230만 배럴
의 원유를 수출했던 이라크는 국제석

이라크전쟁을 전후해 중동지역의 정
세 불안에 대한 우려로 국제유가가 폭
등하였다. 전후에는 이라크의 석유수출
이 재개되면서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라크 정정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금년 3/4분기 현재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동산 석유의
시세를 대표하는 두바이유가는 2003년
중 전년대비 12.5% 상승한 데 이어,
2004년 8월 말 현재로는 배럴당 38.45
달러로 2003년 평균시세에 대비해
43.5%나 상승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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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제유가 추이
단위 : 배럴당 달러

WTI

2004

2002
평균

2003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6.09

31.11

34.23

34.73

36.73

36.71

40.27

36.29

40.81

44.92

Brent

25.15

28.70

31.33

30.89

33.81

33.39

37.85

35.09

38.52

43.06

Dubai

23.81

26.79

28.86

28.63

30.78

31.53

34.66

33.54

34.74

38.45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http://www.keei.re.kr).

이러한 유가상승에 힘입어 중동 산
유국들은 1980년대 초의 제2차 오일
쇼크 시기 이후 20여년 만에 최고의 호
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세계 최대 산유
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2003년 석유수
출이 전년대비 32%나 늘어난 데 힘입
어 6.4%의 실질성장을 기록하였다. 또
한 2003년 사우디의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249억 달
<표 2>

러를 기록하였다.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바레인, 이란, 리비아, 알제리
등 다른 산유국들도 유가 상승으로 경
제사정이 크게 호전되었다. 재정사정이
여유로워진 각국 정부는 확대재정정책
을 펴면서 그 동안 지연되었던 각종 개
발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있고, 민간 부
문의 자금 사정도 여유로워지면서 걸

주요 산유국 석유수출액
단위 : 백만 달러, %
2000

2001

2002

2003

사우디아라비아

70,654
(52.8)

59,607
(-15.6)

63,623
(6.7)

83,982
(32.0)

UAE

27,100
(21.0)

23,000
(-15.1)

22,800
(-0.9)

29,600
(29.8)

쿠웨이트

18,184
(59.0)

14,976
(-17.6)

14,058
(-6.1)

18,784
(33.6)

이란

24,280
(34.8)

19,339
(-20.4)

22,945
(18.6)

-

리비아

11,638
(60.0)

8,537
(-26.6)

8,096
(-5.2)

9,374
(15.8)

알제리

21,061
(76.9)

18,531
(12.0)

18,109
(-2.3)

-

자료 : 각국 중앙은행, OPEC, IMF 등 자료 종합.
주 :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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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동 산유국 전
반에 건설과 관광, 소비붐이 일고 있다.

(3) 역내 불확실성 제거로 이라크
주변국들 경제 안정
이라크전쟁은 주위 산유국경제에 유
가상승으로 인한 혜택만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효과들도 안겨주고 있다. 전
쟁이 단기간에 종료되고 이라크의 사
담 후세인 정권이 제거됨으로써 쿠웨
이트와 사우디, 바레인, UAE 등 인근
의 산유국들은 안보 불안이 해소되어
경제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
성되었다. 특히 이라크에 강제 점령당
한 바 있는 쿠웨이트는 전후 국민동원
령이 해제되고, 증시지수가 두 배나 치
솟는 등 안보불안의 해소에 따른 기대
효과를 만끽하고 있다.
쿠웨이트의 경우 이라크 국경 근처
의 북부 유전(Northern Oil Fields) 개
발을 본격화하는 등, 그 동안 불안한
역내 사정으로 미루어두었던 대형 개
발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한 전후 이라크의 항공, 물류 시설이
마비된 상태에서 쿠웨이트, 요르단 등
인접국들이 중간수송기지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이라크 복구에 따른 특수효
과도 누리고 있다.

(4) 테러 불구 역내 관광수입 증가
전후 이라크 정세의 불안으로 인한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으
로 산유국 경제가 호전됨으로써 사우
디, 쿠웨이트, UAE 등 고소득 산유국
주민들을 중심으로 인근 국가에 대한
관광붐이 불고 있는 것도 전쟁의 영향
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The Daily Star(2004. 6. 8)지에 따
르면 2003년 전세계 관광객수는 이라
크 전쟁, 사스(SARS) 등의 영향으로
1.2% 감소했으나 중동지역은 10.2%
증가하였다. 특히 두바이(32%), 이집
트(20%), 시리아(17%), 레바논(14%),
요르단(10%) 등의 관광객수가 급증하
였다.
이 가운데 역내 관광객이 42%를 차
지했는바, 이는 산유국 주민들의 소득
증가와 더불어 9. 11 테러 이후 미국,
유럽국가들의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
면서 역내 관광에 대한 대체수요가 늘
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4년
에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 우리의 대중동 진출 상대적 부진
이라크전 이후 중동경제의 호황에
맞추어 우리의 대중동 수출과 건설수
주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금년 상반
기중 우리의 대중동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6.5% 증가하였으며, 건설수주는
8월 말 현재까지 17% 증가하였다. 그
러나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총수출이
38.4%나 증가했고, 중동 산유국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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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만에 최고의 호황국면에 있다
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대중동 진출
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부진한 편이라
고도 할 수 있다.

(1) 상품수출
1) 대GCC 수출이 48% 차지
2003년 말 기준 우리의 대중동 수출
은 86억 달러로 총수출의 4.4%를 차지
했으며, 2004년 1~6월 현재는 약 5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26.5%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연합
(UAE),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표 3>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걸프협력위원
회(GCC : 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에 대한 수출이 총수출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이란, 요르단,
이집트 등이 주요 수출상대국이며, 특
히 이란은 2003년에 사우디를 제치고
중동지역의 2대 수출시장으로 떠오른
후 2004년에도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대 수출상대국인 UAE는 1990년
대 중반 사우디를 제치고 1위로 떠오
른 후 계속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
다. 그러나 UAE 전체수입의 40% 정
도는 인근 국가들에 대한 재수출용이
고 그 중 상당부분이 이란으로 들어가
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란이

대중동 주요국별 수출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2001
금액

GCC

2002
금액

2003
증가율

금액

2004. 1~6
증가율

금액

증가율

4,045

4,023

-0.5

4,424

10.0

2,456

13.1

UAE

2,169

2,269

4.6

2,208

-2.7

1,324

30.9

사우디

1,274

1,259

-1.2

1,409

11.9

777

19.4

178

184

3.0

294

59.8

152

-12.7

쿠웨이트
카타르

221

148

-33

357

140.6

103

-60.8

오만

155

102

-34

104

1.8

61

29.8

47

61

31.8

53

-14.2

39

50.3

이란

바레인

875

1,227

40.3

1,778

44.9

968

19.9

요르단

185

195

5.7

321

64.4

285

128.9

이집트

431

321

-25.6

425

32.5

277

28.1

이라크

73

86

18.1

36

-58.8

77

1,856.1

중동전체

7,138

7,499

5.1

8,592

14.6

5,164

26.5

세계전체

150,439

162,471

8.0

193,817

19.3

123,298

38.4

자료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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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라 할 수 있다.
전후복구와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이라크 수출은 2004년 상반기
중 무려 1,856%가 증가했으나 이는
2003년 상반기 중 전쟁으로 수출이 중
단됐던 점에 기인하며, 절대액은 7,700
만 달러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04
년 들어 대요르단 수출이 129% 증가
했는바 이는 이라크 시장으로 들어가
는 상품의 우회수출이 늘어난 데 힘입
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중고차 수출은 35만대를 넘어섰으
며, 2004년에는 40만대를 돌파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휴대폰도 2004년 1~6월 중 52% 증
가, 특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품목이다.
중동지역의 경우 청년층 인구의 비율
이 높아 휴대폰 선호가 높고, 지리적
특성으로 유선망보다 무선 통신망의
설치가 훨씬 경제적이어서 휴대폰 시
장은 계속 유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역의 무더운 날씨와 관련하여 에
어컨,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품목으로는 직물
류와 고무제품을 들 수 있다. 직물류의
경우 중국과 대만 등 경쟁국 제품에 가
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타이어 등 고무제품의 경우 선진국업
체와의 품질 경쟁, 중국 등과의 가격경

2) 자동차, 가전제품 등이 주종
품목별로는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제품, 직물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폰, 고급 가전제품,
중고차, 담배 등의 수출이 빠르게 늘어
나고 있다. 자동차는 중고차 수출이 호
조를 띠고 있다. 2003년 중동지역에 대
<표 4>

품목별 중동수출 현황
단위 : 천 달러, %
2001

2002

2003

2004. 1~6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611

1,762

9.3

2,188

24.2

1,361

26.5

산업용전자제품

784

1,038

32.5

1,159

11.7

686

20.1

가정용전자제품

776

929

19.7

980

5.5

647

22.0

철강제품

380

444

16.7

724

63.1

216

39.6

수송기계

직물

843

786

-6.8

683

-13.1

331

9.4

석유화학제품

279

287

2.7

456

59.2

285

46.8

산업기계

350

302

-13.8

303

0.4

231

85.2

기초산업기계

193

161

-16.3

218

34.8

203

92.5

고무제품

233

217

-7.0

232

7.1

124

6.4

자료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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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 2001년 51.9%, 2002년 50.8%를 기
록한 후 2003년에는 61.6%를 기록하였
다. 2004년 1~8월 현재로는 54.1%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수주건수에서 중동지역이 차지
하는 비중은 2001년 19.5%, 2002년
17.9%, 2003년 21.6%, 2004년 1~8월
22.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
는 우리가 중동에서 수주하는 공종이
과거의 토목, 건축 등 저가 공사에서
플랜트 위주로 고가화하고 있음을 반
영한다.
국가별로는 사우디, 이란, 리비아, 쿠
웨이트, UAE 등이 주시장을 형성해
왔으나, 향후로는 전후복구와 관련해
이라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2004년 들어 이라크에서는 정정

(2) 건설수주
80년대 중반 이후 대중동 건설수주
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최근 다
시 늘어나 해외건설에서 차지하는 중
동지역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대중
동 건설수주는 한동안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전년비 41%, 38% 증가했다.
2003년에는 전쟁으로 감소했으나 2004
년 1~8월 중에는 다시 17% 증가하여
21억 3,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의 해외건설 수주 총액에서 중
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6.5%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하
<표 4>

대중동 주요국별 건설수주 추이
단위 : 건, 백만 달러
2001
건수

2002
금액

건수

20041)

2003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사우디

4

344

10

93

9

120

9

505

쿠웨이트

4

321

4

185

5

414

2

404

카타르

0

12

1

129

4

51

1

235

이라크

0

0

0

0

2

6

4

222

예멘

0

0

0

0

1

2

1

211

UAE

3

818

1

49

3

86

4

198

오만

0

10

1

32

0

0

1

179

이란

1

495

2

1,874

5

836

1

53

리비아

3

232

6

748

2

579

0

19

중동전체

15

2,260

25

3,110

33

2,258

25

2,134

세계전체

77

4,355

140

6,126

153

3,668

110

3,944

자료 : 해외건설협회(http://icak.or.kr/).
주 : 1) 2004년 8월 30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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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이 수자원
복구공사와 북부지역 송변전공사를 수
주하는 등 모두 4건, 2억 2,200만 달러
를 수주하였다.

3. 적극적 진출전략 필요
최근 중동경제의 호황에 비추어 우
리의 대중동 진출은 상대적으로 부진
한 상태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중동지
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온통 이라크 사태에 집
중되다보니 중동을 전체적으로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커서 대중동
진출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 산유국경제의 호황에 적극 부응
이라크 정정 불안과 금년 6월 김선
일씨 피랍 살해 사건 등으로 중동을 위
험지역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확산되었
으나, 이라크를 제외한 여타 중동국가
의 치안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사우디, 터키 등에서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국지적인 사건이고,
이 지역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은 전혀 아니었다.
중동은 20여개 국가로 구성된 광대
한 지역이며 각 국가별 정치, 경제 상
황이 모두 다르다. 이라크 사태를 중동
의 다른 국가들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
며, 각 국가별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
을 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마케팅

에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고유가로 사우디, 쿠웨
이트, UAE, 카타르, 바레인, 오만과 이
란, 리비아, 알제리 등 주요 산유국경제
가 20여년 만에 최고의 호황을 맞고 있
음을 이미 살펴 보았는바, 우리가 이런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2) 중동에 대한 기본인식 재정립
1980년대 이후 중동건설 붐이 식으
면서 중동에 대한 우리의 진출열기도
급속히 사라졌다. 이는 유가약세와 정
세불안으로 인한 중동경제 위축과 함
께 중동을 일회성의 특수(特需) 시장
으로 인식해 온 우리측 요인도 작용한
것이다. 우리 업체들은 문화·언어·기
후조건 등에 대한 거리감으로 중동 진
출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경
향이 있다.
중동은 20여개 국가, 3억 인구가 몰
려 있고, 세계 석유매장량의 70%를 보
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정치·경제적
으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역이
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
는 교량의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전
략적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중동에 대한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이슬람교와 아랍문화, 아랍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심리적 거리감을 줄
이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를 위해 학
술행사 지원, 유학생 파견 및 초청, 기
업체의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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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현지투자를 통한 장기적
진출거점 확보
현재 중동에 대한 우리의 직접투자
는 전체 건수와 금액의 0.5%에 불과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부진한 실정인바,
이는 중동시장을 소홀히 여기는 우리
측의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중동국가
들은 최근 구조조정과 자유화를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문호를 적극 개방
하고 있으며, 외자유치에도 적극 나서
고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 속
에서 장기적인 진출 기반 확대를 위해
서는 현지 직접투자를 통한 거점 확보
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중동에 대한 투자는 현지시장을 겨
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최근의 자유무
역협정을 통한 EU·미국 등지로의 진
출 확대에도 유리하며, 아프리카, 동유
럽 등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도 활
용될 수 있다.

(4) 이라크 복구 적극 참여 준비
이라크의 전후복구는 국제사회의 관
심에도 불구하고 정정의 불안으로 수
월하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라크는 세계 2위의 석유매장량 보유국
으로서 이 나라의 전후복구는 향후 장
기간에 걸쳐 연간 150억~2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중동경

제와 세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
다 줄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 만
큼 우리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
준히 현지 상황을 파악하면서 사태가
호전될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이라크의 새 정부 구성과정
이 아직 진행 중이고 교통, 치안, 행정
조직 등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쿠웨이트, 요르단, UAE 등 주변국을
전진기지로 활용하면서 현지여건을 주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의
이라크 지원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고 정보를 파악해
야 할 것이다. 작년 10월 마드리드 회의
이후 구성된 원조국위원회(Donors’
Committee)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
인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
우리는 이라크에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있는
바, 이를 잘 활용해 향후 구성될 새 정
부의 주도적 인사들과 우호관계를 구
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파병 부
대와 교민에 대한 현지 저항세력의 테
러에 특히 유의하고 현지인들과 불필
요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인도적 지
원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필요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이란·이
라크전 종전 이후나 팔레스타인 평화
협정 체결 이후 국내의 반응이 지나치
게 상업적 목적의 중동특수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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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만 나타나 해당국 언론의 비판
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이라크의 경우
참혹한 전쟁을 겪은 이라크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순수한 인도적 지원
에 대한 관심을 적극 표명하면서 교육,
보건 사업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강
화하는 것이 우리의 장기적인 진출 확
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플랜트, 건설시장 수주 노력
강화
해외건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과거
우리의 주요 수주 종목이었던 토목, 건
축 등 저임금을 활용한 분야는 우리의
인건비 상승과 제3국 업체들의 진출로
이미 비교우위를 잃은 상태이다. 우리
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설계, 감리 등
선진국들과 경쟁하는 분야로 기술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의 수주 유망분야는 산유
국들의 담수화 공장, 천연가스 개발 관
련 시설 등이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망
확장 공사, 발전 및 송변전시설 신축·
확장 등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분야
이다.
최근 산유국들의 재정 사정 호조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는바, 이에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쿠웨이트 정부가 추진 중인 70억
달러 규모의 북부유전 개발 공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자금이 많이 수요되
는 플랜트 분야는 대부분 공급자 신용
을 요구하므로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
공사 등의 적절한 정책금융 지원이 필
요할 것이다.
이 밖에 걸프지역의 대규모 토목, 건
축사업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만하다.
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 등에서
는 소득 향상에 따른 지역민들의 소비
욕구와 석유 이후 시대에 대비해 관광,
서비스산업을 주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각국 정부의 정책이 맞물리면서 대형
빌딩과 쇼핑몰, 스포츠 시설 등 레저,
관광시설의 건축 붐이 불고 있다. 두바
이의 Burj Al-Arab 호텔 등 걸프지역
의 상당 시설은 이미 세계 최고급의 명
소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제금융센터와
인공 섬 건설 등 각종 대형 건설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인건비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하지만, 이 지역에서 축적된 건설 경
험과 명성이 있어 제3국 인력을 활용
해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도전해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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