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일반

□

(경기지수) 8월 UAE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9.4로서, 최근 2개월 연속
(6월 50.4, 7월 50.8) 50 이상을 기록한 이후 다시 50 이하로 하락
* UAE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비석유부문(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대상) 경기동향 지수로서 글로벌시장조사기관인 IHS Markit이 발표중

20년 8월
아랍에미리트(UAE) 주요 경제 동향
’

ㅇ 내수를 중심으로 한 신규 주문, 생산 확대가 지속중이나 증가세가
둔화, 매출 회복을 위한 출하가격 인하 경쟁, 수출의 감소세 전환,
- COVID-19 이전 수준으로의 조기 회복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
확산 등에 따른 고용인원의 급격한 감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UAE 비석유부문 구매자관리지수 월별 추이>

2020. 9.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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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 동향) 주요국 주가 상승, 유가 일부 회복(8월 $42.61), 금융권 실적 개선,
UAE-이스라엘 관계정상화 등에 따라 8월중 큰 폭 상승(DFMI 9.5%, ADX 5% 상승)

ㅇ DFMI : 은행(+13.7%) 보험(+9.1%), 투자․금융서비스(+7.3%) 등 금융분야가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부동산․건설(+6.6%), 수송(6.04%) 등도 강세
ㅇ ADX : 부동산(+16.4%), 투자․금융서비스(+15.8%), 산업용품(+11.4%), 소비재(+10.1%)
<DFMI 지수 동향>

<ADX 지수 동향>

주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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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안정성) 3월 이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감소 추세이나, 최근 5월

□ (소비자물가 지수) ※ 7, 8월 물가지수 아직 미발표

이후 감소세 둔화, 은행권 자본적정비율은 위기 이전 수준 회복

ㅇ `19.1월 이후 하락추세 지속중이며, 6월중 전년 동월 대비 2.36% 하락

※ 중앙은행은 최근 6월 기준 외화자산․은행권 자기자본비율 등 관련 자료를 공개

(두바이 –3.44%, 아부다비 5월 –2.8)

(다만, `20.1월, 2월, 4월, 5월 기준 은행권 자본적정비율 관련 자료는 공개되지 아니함)

- 식음료(5.68%), 담배(6.74%), 직물·의류(10.7%) 등 가격은 상승한 반면, 교통
(-11.12%), 문화·레크레이션(-18.66%), 레스토랑·호텔(-2.17%) 및 공공요금

ㅇ

(-2.95%)은 하락

`20.3월 이후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등에 따라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감소추세이나 최근 감소세 둔화*
* `20.3월 3,907억 Dh → 5월 3,531억 Dh → 6월 3,507억 Dh

ㅇ

`20.6월 기준 자본적정비율(Capital

Adequacy Ratio)은

‘19.12월말 수준을 회복*

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보임
* `19.12월 17.7% → `20.3월 16.9% → `20.6월 17.6%

<중앙은행 외환보유고(10억 디르함)>

□

은행권 자본적정비율 추이(%)

(통화․신용) 총유동성은 완만한 증가추세 지속, 은행권 총신용․총자산은
또한 정부대출, 채무증권 투자 증가 등에 따라 증가세 지속
※ 중앙은행은 최근 6월 기준 통화․신용 관련 자료를 공개

ㅇ 요구불 예금 감소(64억 Dh↓)에 따라 M1 감소(69억 Dh↓), 준통화(정기·저축 예금 + 외화표시 예금)
증가(130억 Dh↑)에 따라 M2 증가(61억 Dh↑), 총유동성(M3) 0.3% 증가(45억 Dh↑)
ㅇ 6월 기준 은행권 총신용 총자산은 정부대출 증가(141억 Dh↑, 5.9%↑)
․

↑

↑

․

채무증권 등 투자 증가(75억 Dh , 1.8% )에 따라 5월 대비 각각
0.7%(1조 7783억 Dh
1조 7910억 Dh), 0.8%(3조 1,657억
3조 1,902억 Dh) 증가

→

은행권 분야별 신용 추이 (10억 디르함)>

→

<은행권 총자산·총신용·투자 추이(10억 디르함)>

* 국부펀드 등 보유 외화자산은 미포함

* `20.1~2월 및 4~5월은 관련 자료 미발표

□ (아부다비 정부 채권 발행) 50년 만기물을 포함 50억불 규모 채권 발행
ㅇ 3년 만기 20억불, 10년 만기 15억불, 50년 만기 15억불 등 50억불의 채권 발행
- 50년 만기 채권 발행은 GCC 지역내 최초이며, 수익률* 또한 3년 만기물의
경우 GCC 지역내 역대 최저 수준
* 3년 만기 0.83%, 10년 만기 1,732%, 50년 만기 2.7%

ㅇ `20.4월 70억불에 이어 금년중 120억불의 채권을 발행하게 된 것으로,

이에 따라 아부다비의 정부 부채는 `19년말 294억불에서 392억불(6월말
기준)로 증가(`19년 GDP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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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정부 채권 발행) `14년 이후 처음으로 20억불의 채권 발행
ㅇ 이슬람 채권(만기 10년, 이익률 2.763%) 및 일반 정부채(만기 30년, 이자율
3.90%) 각각 10억불, 총20억불의 채권을 발행

- 응모액은 100억불을 초과하여 발행금액의 5배 이상

ㅇ 채권 발행 관련 사업보고서(Prospectus)에 의하면, 두바이 정부 부채(`20.6월
기준)는 336억불로서 두바이 GDP(1,178억불, `19년 기준)의 28.5% 수준

- 두바이 정부 부채 수준은 주요 기관의 추정*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확인
* S&P : GDP 대비 56%(`19.9월), Bank of America : 65.6%(`20.5월)

□ (UAE 1/4분기 성장률) 1/4분기중 주재국 실질 GDP는 0.8% 축소, 경상가격
GDP는 5.3% 역성장

□ (UAE정부, 경제개발 계획 중점분야 검토) 모하메드 총리는 연방 경제부의
50년 경제계획 수립에 관해 보고받고 UAE 경제의 획기적 도약을 위한
정책 목표를 검토함.
ㅇ 경제부는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분야를 △ 통합된 경제, 기업가정신과
중소기업, △ 관광 및 투자유치, △ 수출 배가, △ 전문인력 유치 등 5개로
선정하고 매력적인 사업 환경, 정교한 제도적 환경, 효율적인 물류서비스를
구축하는 방향성을 제시함.
□ (아부다비 프리존, 식품회사 유치 강화) 아부다비 칼리파산업단지(KIZAD)는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식품회사 유치를 강화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KIZAD는 250만 평방미터의 식품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식품

ㅇ 석유 부문(원유, 가스)의 경우 실질 기준 3.3% 성장에도 불구, 유가 하락으로
경상가격 기준 △13.6% 성장
ㅇ 비석유 부문은 실질 기준 △2.7%, 경상가격 기준 △2.6% 성장
□ (S&P 두바의 경제성장률 전망) `20년 GDP는 △11% 성장, `21년은 5% 성장 전망
ㅇ 아울러, S&P는 두바이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Emaar과 금융투자회사 DIFC
Investment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투자 등급중 가장 낮은 등급)로 강등

□

2. 산업 동향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 법률 폐지)

UAE-이스라엘간 관계정상화에 따라

․

양국간 거래를 금지한 보이콧 법률(`72년 제정 시행) 폐지

ㅇ 이에 따라, UAE 기업과 이스라엘 기업(이스라엘 소재 또는 국적 기업)간 무역,
투자, 여행 등 제한 규제 폐지

원자재와 관련 기자재를 면세하고 전기‧수도 요금을 할인하며, 아부다비
투자국은 식품기술기업에게 리베이트와 인센티브 등 재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함.
□ (아부다비 연구개발 정책방향 설정) 아부다비 정부가 신설한 신기술연구
위원회(ATRC)는 최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율로봇, 첨단소재, 암호기술,
디지털보안, 지향성 에너지, 양자컴퓨팅, 보안시스템 등 7개 연구개발
우선순위를 승인함.
ㅇ 각 분야의 연구는 지정 연구센터에서 수행하며, 추가 연구분야에 대한
제안을 연말까지 받을 예정임.
ㅇ ATRC는 아부다비를 세계적인 연구 허브로 육성하고 세계의 첨단기술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산
업‧교육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임.
□ (신설 산업기술부의 업무 방향 발표) 지난 7.5일 발표된 연방정부 개편에
따라 신설된 산업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Advanced Technology)는
업무계획과 목표를 발표함.

- 4 -

ㅇ Sultan Al Jaber 장관은 ①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 첨단기술의 기여도를
강화하고, ② 산업부문의 효율과 경쟁력을 높이고, ③ 국가경제를 주도
하는 전략산업을 지원하여 지도층의 비전을 달성하는 것이 산업기술부의
목표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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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에너지 동향
□ (IRENA 이사회 및 총회 화상개최 검토)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La
Camera 사무총장은 9.2일 회원국 공람 서한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아부다비에서 개최 예정인 19차‧20차 이사회(11.3~4일)와 11차 총회

ㅇ 산업기술부는 수자원, 식품, 에너지, 보건, 의약과 같은 핵심 분야의
자급 달성에 중점을 두고 국내 강점산업 육성, 첨단기술 개발 지원,

(‘20.1.16-17일)를 화상회의로 개최할 것인지에 대해 회원국과 협의를 시
작할 것이라고 발표함.

국산 부가가치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
ㅇ 전세계와 UAE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UAE 정부의 대규모
□ (아부다비 자급 산업 육성 분야 목록) 지난 7월 아부다비 경제개발부가
기초 소비재 및 산업용 물품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27개 신규

행사 제한조치가 내년 1월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IRENA 이사회
및 총회가 화상 개최로 결론날 것으로 전망됨.

분야 투자유치 계획을 발표한 바, 추가로 공개한 특별 지원대상 세부
□ (11월 ADIPEC, 화상회의로 개최) 아부다비 최대 전시행사*인 아부다비

분야는 다음과 같음.

국제석유전시회(ADIPEC) 사무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및 행사 제한을
ㅇ (식품, 8개) 식품보존 진공장비, 대추야자 파생상품(단백질, 효모, 이유식),
과일.야채.육류 건조장비, 야자수 진드기 제거 약품, 종자 생산, 동물
사료 생산

감안하여 금년 11.9~12일 개최 예정이었던 ADIPEC을 화상으로(virtually)
개최하기로 확정함.
* ‘19년 ADIPEC 행사에는 2,200여개 업체가 전시에 참가하고 연인원 15.5만명이 방문

ㅇ (보건.의료, 14개) 눈 화장품, 흡입제, 살균약품, 의료용 장갑, 일회용
의복, 의료용 고글, 환기장비, 튜브.내시경, 생명신호 모니터장치, 의료용
냉동기, 시험장비, 수술장비, 흡입기, 체온계

□ (바라카원전 1호기 전력공급 시작) 바라카원전 1호기는 7.31일 초기임계에
이어 8.19일 UAE 전력계통에 송전을 시작하는 계통병입을 성공적으로
달성함.

ㅇ (에너지생산, 5개) 에너지소비 모니터링 장비, 태양광패널 및 배터리,
물펌프, 발전.담수설비 교체품, 발전소 전자모니터링 기기

ㅇ 이로써 UAE는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된 청정에너지를 일반인이 사용하기
시작하여, 대대적인 태양광 확충과 함께 2030 청정에너지 전략을 달성

□ (아부다비, 에어버스와 협력하여 위성센터 설립 추진) 아부다비 방산공

하는데 한 걸음 다가섬.

기업 Tawazun은 에어버스, UAE대학 우주과학기술센터와 협력을 맺고
알아인에 위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함.

□ (아부다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국내 투자자 참여 모색) 아부다비석
유공사(ADNOC)는 지난 6월 UAE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소유하는

ㅇ 동 센터는 ‘21년초에 운영을 개시하여 50 내지 250 킬로그램 크기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49% 지분의 외국투자를 유치한 바 있는데,

통신, 내비게이션, 초분광영상 위성을 개발하고 생산할 계획이며, 에어버스는

ADNOC이 소유한 51% 중 약 20%에 대해서도 UAE내 민간투자를 유치

센터 설계를 지원하고 장비 구매.설치를 관리하게 됨.

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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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플랜트 동향

□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 개발사업(Borouge4) 입찰 추진

□ 달마(Dalma) 샤워가스 개발 프로젝트 기술입찰 마감

ㅇ 40억불 수준의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 개발사업(Borouge4) 관련 PQ
관련서류 제출을 마감(8.6)하고 내부 검토 중

ㅇ 발주기관(Adnoc)에서 실시한 기술입찰이 8.20일 완료되었고, 상업입찰은
- 동 사업은 연간 3.3백만 톤의 올레핀과 아로마틱 생산과 1.8백만톤의

기존 8.30일에서 9.6일로 연장

* 코로나19 영향으로 Adnoc에서 수주업체(Petrofac)와 추가 가격협상을 진행하였고,
수주업체가 수용하지 않아 Adnoc이 계약 취소 선언(4.16)
ㅇ 동사업(16.5억불)에는 주요 6개 EPC 건설업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도
되고 있음(Meed, 8.25)

* 입찰참가자 : McDermott(미국), Petrofac(영국), Saipem(이태리),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한국), CPECC(중국), NPCC(UAE)
□ 움 샤이프(Umm Shaif) 가스 및 석유 개발사업 입찰 완료
ㅇ (가스 개발) Adnoc는 15억불의 움 샤이프 가스 개발 1단계사업의 기본
설계(FEED)를 위한 상업입찰 마감 완료(8.24)
- Feed-to-EPCI 경쟁방식을 채택하여 Feed 선정업체가 EPCI 공사계약도

에틸렌 생산을 목표로 위한 시설
ㅇ 7.30일까지 PQ심사 서류를 제출하면 입찰자격 심사를 거쳐, 입찰초청장(ITB)을
금년말에 배부하고 수주 결정은 21년 3분기 예상

* 그리스(Archirodon, CCC), UAE(Consolidated Contractors Eng, Dodsal Eng & Con),
한국(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독일(Bilfinger Deutsche Babcock), 영국(Petrofac),
이태리(Maire Tecnimont), 스페인(Tecnicas Reunidas) 등 참여
□ 알 다비야(Al-Dabbiya) 육성 원유 개발 2단계 기술입찰 실시
ㅇ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 자회사(Adnoc Onshore)는 2.5억불 수준 알 다비야
지역 지속가능사업 2단계에 대한 기술입찰 마감(8.23)

* Second development phase of Al-Dabbiya field sustainability project

수주하는 것으로 추진 예정

* 참가업체 : ①McDermott(미국), ②National Petroleum Construction Company(UAE)/
TechnipFMC(프랑스), ③Saipem(이태리)/Petrofac(영국),
ㅇ (석유 개발) Adnoc Offshore가 발주하는 움 샤프 장기 개발계획 1단계

ㅇ 동사업은 EPC사업으로 원유 추가 생산을 위한 유정, 파이프라인 등
설치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다수 국내외 업체가 입찰 참여

* 영국(Petrofac), 그리스(Archirodon), 이태리(Maire Tecnimont), 중국(CPECC),
파키스탄(Descon), 인도(Tata Projects) (India), 이집트(Petrojet), 등

사업(4억불)으로 기술입찰 완료(8.20), 상업입찰 미정
□ 가스 파이프망 성능 개선사업 기본설계(Feed) 입찰
- 2단계 사업은 15-20억불 규모의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상태

* 참가업체 : McDermott(미국), NPCC(UAE) Sapura Energy(말레이시아),
Saipem(이태리), Petrofac(영국), Larsen & Toubro(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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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능 개선사업 기본설계(1천만불 수준)는 에미리트 전역에 걸쳐

ㅇ Adnoc Gas Processing는 16억불에 해당하는 가스 파이프망 성능 개선
사업을 위한 기본설계 상업입찰 실시(8.26)

* 타당성조사는 중국업체(China Petroleum Engineering)가 실시 중이고, 기본설계
(Feed)에 대한 기술입찰은 4.19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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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무인드론 상업운항 관련 안전기준 등 마련 추진

파이프망 성능을 향상시키고 공급용량을 증가시키는 것

* Feed 입찰에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오스트리아 등 참여
□ 두바이 정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PPP 발주 추진

ㅇ 두바이 도로청(RTA)과 두바이 항공관제서비스(DANS)는 자율비행수단의
운항관련 안전 및 보안 사항 마련을 위해 MOU체결(8.25)
- 전문가 및 첨단회사, 시험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비행수단의
이착륙 장소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등을 위해 협력

ㅇ 두바이 정부(Municipality)는 Al-Marmoom 지역내 건설폐기물 처리공장을
PPP 방식으로 조성하기 위한 RFIs 제출 요청(8.19)

ㅇ 이번 MOU는 지난 7월 두바이 정부가 발표한 무인 항공기 운항에 관한
법령 공표이후 행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ㅇ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며, 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을 기반
으로 특수목적회사(SPC)설립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

* 2017년 세계 최초로 드론택시를 두바이에서 시현한 바 있으나 공식적 상업운항을
위한 안전기준 등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

□ 아부다비 주요 건설회사(NMDC/NPCC) 통폐합 추진
ㅇ 아부다비 정부 공기업(Sennat)은 국영석유건설회사(NPCC)와 국영해양
준설회사(NMDC)의 통합안을 NMDC에 제안
- 두 회사가 통합되면 19년 기준 수입액 24.1억불로 아중동 지역내 가장
큰 원유/가스/선박엔지니어링 EPC 업체로 등극
ㅇ 제안은 NPCC를 NMDC로 이관, 통폐합하는 것으로 전환금융상품
575백만주를 보통주로 전환 예정이며 가격은 3억불 수준
□ 두바이 주메이라 레이크 타워 주거시설 개발사업자 선정
ㅇ 부동산 개발사(Seven Tides)는 두바이내 위치할 주메이라 레이크 타워
주거사업(2.7억불)을 Airolink사에 발주되었고, 2023년 2분기 완공을 목표
ㅇ 동 사업은 35.2핵타르에 해당하며, 2617개 스튜디오와 1∼3개방이 있는
아파트와 78개 방을 가진 호텔 등으로 구성되고, 49개 상점, 영화관,
대형 마트, 주차장 시설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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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식품 동향
□ 두바이 세관의 상반기 식품 대외무역 실적 발표
ㅇ 두바이 세관은 2020년 상반 기 두바 이 식 품 대 외 무역 실 적 이 총
900만 톤 , 320억 디르 함 으로 , 식품 수입량은 220억 디르함(623만
톤), 수출량은 55억 디르함(210만 톤), 재수출량은 45억 디르함(73만 3
천 톤)이라고 발표함.
- 품목별 대외무역 실적은 채소 및 과일류가 70억 디르함, 가축 및 육류가
39억 디르함, 수산물이 10억 디르함 수준임
ㅇ 두바 이 세 관 은 식 품 무역 및 유통 업체들의 무역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통관 정보에서 추출한 최신 식품 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두바이
정부가 운영하는 식품 모니터링 시스템인 ‘식량안보 대시보드’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숨쉬는 모래’를 이용한 농업기술 소개

ㅇ 주재국 주요 일간지 걸프 뉴스는 물을 보존 할 수 있는 모래 기술을
사업을 추진하는 남아공과 중국의 합작기업 데이크 렉산드(Dake
Rechsand) 사의 매직 샌드 기술을 소개함.
- 매직 샌드 기술은 사막 모래를 가공하여 공기가 자유롭게 순환하고
표면에 수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농업, 삼림녹화,
정원 가꾸기에 필요한 물 사용량을 80%까지 절약할 수 있으며,
데이크 렉산드 사는 최근 본사를 두바이로 옮기고 메나 지역 내 수요를
바탕으로 현지 제조를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힘
◦ 걸프 뉴스는 연평균 12일 비가 내리고, 경작 가능한 땅이 전체 토지의
1% 미만인 UAE 환경에서 농작물 경작을 가능케 하는 최첨단 농법의
하나로 동 기술에 관심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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