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주간경제동향
(‘20년 6월 3주 : 2020.6.15. ~ 2020.6.21.)
□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 외국인 고용 중단 (6.11)
ㅇ Khaled Al-Fadhel 석유부장관은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KPC) 및 자회사들의
2020-2021년 외국인 고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의 수는 "특별 계약(special

"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함.

contracts)

ㅇ MEED Project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석유, 가스 및 화학부문의 모든 프로젝
트가 연초보다 감소하였으며, GCC 국가 중 최악의 성과를 기록하였다고 설
명함.
- 2019년 12월 31일 기준 쿠웨이트의 석유, 가스 및 화학부문의 활성화 프로
젝트(Active

는 총 667억불 규모였으나, 2020년 5월 19일까지 상기 프로

Project)

젝트가 총 37.4% 감소하여 441억불 규모.
- FY2020/2021 계획된 지출이 코로나 19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유가
하락으로 정부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서 쿠웨이트 재정 위기가 악화되
고 있음.
- 특히, 쿠웨이트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정부 수입의 약 90%
가 석유 수입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유가 하락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 쿠웨이트, 석유 수입으로 6,550억불 축적 (6.15)
ㅇ 최근 쿠웨이트 국부펀드(SWF) 관련 세계금융 및 경제 위기 영향에 대한 의
혹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쿠웨이트 국부펀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년
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ㅇ 주재국 정부는 7년 연속으로 예산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국부펀드에서 예산
적자에 대한 자금 조달하는 것을 삼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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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쿠웨이트는 석유 수입의 일부를 수십년에 걸쳐 현재까지 여러 형태의 국부
펀드로 총 6,500억불 축적하였으며, 특히 쿠웨이트 투자청(KIA)이 관리하는
미래세대기금(FGF)에는 약 5,920억불이 축적되어 있음.
- 쿠웨이트의 국부펀드는 걸프 국가 중 3번째로 규모가 크며, GDP 의 475%를
구성하고 있음.
ㅇ 또한, 쿠웨이트 중앙은행에는 약 380억불 규모의 자금이 있으며, 정부의 은
행부문에 250억불이 예금되어 있음.
ㅇ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쿠웨이트의 對미국 투자는 100억불로 증가
하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의 가치가 급격
하게 하락하는 이점을 활용, 월별 300% 성장을 달성함.
□ KUFPEC, 이집트 수에즈만에서 Bitumen Oil 추출 (6.18)
ㅇ 쿠웨이트 국영해외석유탐사회사(KUFPEC) 이집트 법인은 이집트 수에즈만에
위치한 유정 GNN-4에서 역청(Bitumen Oil)을 추출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함.
□ KIPIC, 미국 Honeywell과 사이버보안 계약 체결 (6.18)
ㅇ 미국 Honeywell 및 쿠웨이트 국영통합석유산업회사(KIPIC)는 5년간 쿠웨이트
남부 위치한 Al-Zour 정유공장 및 LNG 수입터미널 운영

유지 및 최적화를

위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는 언론 보도.
ㅇ Honeywell은 계약의 상세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동 계약에는 사이버
보안 기능을 갖춘 성능 관리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Honeywell Forge가 포함
되는

것으로

보이며,

Honeywell

서비스

관리

프로그램인

Honeywell

Assurance 360이 적용될 예정임.
- 동 플랫폼 이행으로 KIPIC의 61.5만배럴/일 정유 및 3TBTU(trillion british
thermal unit)/일 LNG 수출 시설의 네트워크 및 엔드포인트 강화할 예정
ㅇ Hatem Al-Awadi KIPIC CEO 대행은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및 운영을 유
지하는 것이 KIPIC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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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웨이트 인터넷 속도 세계 37위 (6.21)
ㅇ "Speedtest" 웹사이트의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인터넷 속도가
평균 42.44Mbps로 전세계 37위를 기록함.

※

UAE 2위(99.67Mbps), 카타르 4위(89.11Mbps), 사우디아라비아 10위(62.33Mbps)

ㅇ 이와 관련, IT전문가는 쿠웨이트의 현재 순위는 앞선 순위에 있는 다른
GCC 국가들과 큰 격차가 벌어져 있으며, 특히 거의 두 배 정도의 속도 차
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
ㅇ 5G 서비스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쿠웨이
트 내의 5G 서비스는 모든 지역을 커버하지는 못 하고 있고 더 많은 개발
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KPC 발표 쿠웨이트 유가동향
ㅇ 6.15(월) 32.95불/배럴 → 6.16(화) 34.91불/배럴 → 6.17(수) 36.14불/배럴 →
6.18(목) 35.86불/배럴 → 6.19(금) 37.62불/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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