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일반

□ (경기지수) `21.3월 UAE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2.6(2월 50.2)로서

`19.7월 이후 최고치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 모멘텀 강화(`4개월 연속 50 상회)

21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 주요 경제 동향

* UAE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비석유부문(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대상) 경기동향 지수로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HS Markit이 발표중

’

ㅇ COVID-19 백신 접종 확대(4.5일 기준 859만회분 접종), 활동제한 완화 기대감에
따른 기업심리 개선 및 수요․지출 증가, 공사재개․발주증가 등 건설부문
회복 등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
ㅇ 일부 분야 공급 충격 및 운송비 상승 등 공급측 요인, 비용상승 요인
상쇄를 위한 신규고용 이연 등은 전반적 경기 회복에 제약요인 가능성

2021. 4. 6.

<UAE 비석유부문 구매자관리지수 월별 추이>

1. 경제일반

/ p.1

2. 산업

/ p.7

3. 자원· 에너지

/ p.10

4. 건설․ 플랜트

/ p.12

5. 농업․ 식품

/ p.17

□ (증시 동향) 3월중 아부다비 종합지수는 4.4% 상승하여 6개월 연속 상승

및 사상 최고치 기록, 두바이 종합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2월 3.9%, 3월 0.1% 하락)

* ADXI : (2.28일) 5663.6 → (3.31일, 월 최고) 5912.56
DFMI : (2.28일) 2551.5 → (3.16일, 월 최고) 2621.38 → (3.31일) 2550.23
<ADX 종합지수 동향>

<DFM 종합지수 동향>

주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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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부다비 시장은 투자․금융서비스(32.1%↑) 에너지(9.4%↑), 통신(6.4%↑), 부동산(2.5%↑)
등이 상승을 주도한 반면, 생필품(4.2%↓), 보험(4.1%↓) 등 분야 하락

ㅇ (신용

․

→

- 1월 대폭 상승(10.9%) 등에 힘입어 `21년 들어 3월말까지 17.2% 상승

↑

↑
↓

↑

ㅇ 두바이 시장은 금융․투자(5.9% ), 서비스(4.1% ), 보험(2.6% ) 등 분야가

↓

* 정부대출 : 2,519억 Dh → 2,570억 Dh(2.0%↑), 공공부문(GREs) 대출 : 2,199억 Dh

상승한 반면, 생필품(18.1% ), 부동산․건설(1.5% ), 은행(0.6%↓) 등 분야 하락

→ 2,159억 Dh(1.8%↓), 민간대출 : 1조 1,083억 Dh → 1조 1,102억 Dh(0.2%↑)

- `21년 들어 3월말까지 2.3% 상승(1월 6.5%↑, 2월 3.9%↓, 3월 0.1%↓)

→ 4,789억 Dh, 5.1%↑)에도
→ 3,057억 Dh, 3.3%↓) 감소 등에 따라 3개월
연속 감소(0.5% 감소, 3조 1,880억 Dh → 3조 1,723억 Dh)

- 은행권 총자산은 총신용 및 투자자산 증가(4,558억 Dh

□ (소비자물가 지수) `21.1월중 전년 동월 대비 1.86% 하락(전월 대비 0.15%

중앙은행 예치금(3,162억 Dh

상승)하며 `19.1월 이후 25개월 연속 전년 동기보다 낮은 수준 지속

ㅇ 문화·레크레이션(-18.83%), 운송(-5.48%) 및 주거․공공요금(-3.16%) 등의

자산) 1월말 기준 은행권 총신용은 공공부문(GREs) 대출 감소에도

정부대출․민간대출 증가* 등에 따라 전월 대비 소폭 증가(12월 대비
0.01% 증가, 1조 7,790억 Dh
1조 7,792억 Dh)

- 전년 동기 대비로는 총신용은 2.4%, 총자산은 3.0% 증가

저하가 지속되는 가운데, 식음료(2.80%), 의류․신발(3.71%), 레스토랑·호텔
<통화량 추이 (10억 디르함)>

(2.09%) 등 가격은 상승

□

(통화․신용)

1월말 기준 총유동성 수준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 은행권
3개월 연속 감소

※ 전년 동월 대비 부문별 신용 수준 비교

총신용은 소폭 증가, 총자산은

- 정부 대출 : (`20.1월) 2,293억 Dh → (`21.1월) 2,570억 Dh (12.1%↑)

ㅇ (통화) 요구불 예금 증가에도 정기․저축 예금 및 정부저축 감소에 따라

- 공공부문 대출 : (`20.1월) 1,831억 Dh → (`21.1월) 2,159억 Dh (17.9%↑)

총유동성은 전월 대비 0.03%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
** M1 : 요구불 예금 증가(5,503억 Dh → 5,179억 Dh, 2.5%↑) 등에 따라 2.3%
증가(6,000억 Dh → 6,136억 Dh)
M2 : 준통화(정기·저축 예금 + 외화표시 예금) 감소(8,785억 Dh → 8,754억 Dh,
0.4%↓)에도 M1 증가에 따라 0.7% 증가(1조 4,785억 Dh → 1조 4,890억 Dh)
M3 : M2 증가에도 정부저축 감소(2,908억 Dh → 2,797억 Dh, 3.8%↓)에 따라
0.03% 감소 (1조 7,693억 Dh → 1조 7,687억 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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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분야별 신용 추이 (10억 디르함)>

- 민간 대출 : (`20.1월) 1조 1,375억 Dh → (`21.1월) 1조 1,102억 Dh (2.4%↓)

□ (금융안정성) `21.1월 기준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는 전월 대비 축소, `20년
4/4분기말 기준 은행권 자본적정비율은 `19년말 대비 0.5% 높은 수준

ㅇ

1월 기준 중앙은행 외화자산은 경상수지 흑자 감소(9.8%↓, `20.12월 3,482.0억 Dh

→ `21.1월 3,139.7억 Dh) 등에 따라 전월 대비 2.6%
→ `21.1월 3,780.8억 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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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20.12월 3,880.5억 Dh

ㅇ `20년 4/4분기 기준 자본적정비율*(Capital Adequacy Ratio)은 자본확충** 등에

□

UAE 중앙은행은 COVID-19 확산 및
`20.3월 이후 은행권에 공급된 유동성 지원자금
440억 Dh(당초 500억 Dh 공급계획*)중 220억 Dh(50%)이 상환**된 것으로 공표

(중앙은행 유동성 지원자금 상환 추이)

저유가 상황 대응을 위해

힘입어 ‘19년말 수준 상회

* UAE 중앙은행은 `20.11월 동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유동성 지원(담보부 무이자

* `19.12월 17.7% → `20.3월 16.9% → `20.6월 17.6% → `20.9월 18.0% → `20.12월 18.2%

대출 방식) 기간을 `21.6월말까지 연장한 바 있음

** 은행권 규제자본 총액 : `20 1Q 4,054억 Dh → 2Q 4,179억 Dh → 3Q 4,251억 Dh

** 중앙은행은 또한 동 유동성 자금 지원을 통해 32만 이상의 중소기업 및 개인
<중앙은행 외환보유고(10억 디르함)>

은행권 자본적정비율 추이(%)

고객이 혜택(무이자 상환기간 연장 등)을 받았으며, 현재 17만 5천 내외의 고객
이 동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것으로 공표

ㅇ

Abdulhamid Alahmadi 중앙은행 총재는 은행권 유동성 수준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

□ (인도네시아 국부펀드에 100억불 투자 계획) UAE 외교부는 모하메드 왕세제의
* 국부펀드 등의 보유 외화자산 미포함

지시에 따라, 향후

* 분기말 기준

- 그러나, 은행권 부실여신(NPL) 비중은 `19년 이후 증가 지속중이며,
`20년 들어 증가세 확대

UAE가 `21.2월 설립된 인도네시아 국부펀드(Indonesia

Investment Authority)에 100억불을 투자할 계획임을 공표(3.24일)

ㅇ 동 재원은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도로, 항만, 관광, 농업 등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물론 사회발전을 가져 올 전략 분야에 투자될 예정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bn Dh)

은행권 총신용중 부실채권 비율(%)

□ (아부다비, 영국 정부와 10억 파운드 펀드 조성 합의) 아부다비의 무바달라투자공사
와 영국 정부의 생명과학투자프로그램(Life Sciennces Investment Programme)은 영국내
생명과학 분야 투자를 위해 10억 파운드(GBP, 13억 8천만불) 규모의 펀드 조성 예정

ㅇ 무바달라는 5년간 8억 파운드, 생명과학투자프로그램은 2억 파운드 출자 예정
□ (두바이 정부 수수료 동결 3년 연장) 두바이 정부는 `18년 이후 3년간 시행
- 한편, UAE 10대 은행의 `20년도 순이익은 영업이익 감소 및 충당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8.3% 감소 추정(걸프 뉴스, 3.10일)

중인 정부 수수료 동결 조치를 `23년까지 연장

ㅇ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기존 정부 수수료를 동결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의 경우 외에는 신규 수수료 도입도 중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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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CC 암호화 자산 규제체제 도입 예정) 두바이 복합상품센터(Dubai Multi

2. 산업 동향

Commodities Center)는 암호화 자산(Crypto Assets)의 발행, 상장, 거래업에 대한
규제체제 도입 예정

□ (UAE 산업발전 전략 Operation 300bn 수립) UAE 연방정부는 산업 생산성을

ㅇ 향후 연방 증권상품거래소(Securities & Commodities Authority)는 암호화 자산
관련 기업 설립에 대한 승인권한을 보유하는 반면,

DMCC는 관련 센터내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자국민의 기술역량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Operation 300bn”10개년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함

기업이 상기 업종 수행 시 업종에 대한 허가권을 보유 예정
ㅇ 주요 목표로 △ 제조업부문 GDP를 현재 1,330억 디르함(362억 달러)에서
□ (DIFC 핀테크 기업 증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e
Center)는 `20년중 센터내 등록 기업수가 20% 증가하여 2,919기업에 이

르며, 핀테크 기업이 배증하여 303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공표

2031년 3,000억 디르함(817억 달러)로 확대, △ 2031년까지 13,500개의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육성 지원, △ 산업부문 연구개발 투자를 현재
210억 디르함(57억 달러)에서 2031년 570억 디르함(155억 달러)으로 확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을 1.3%에서 2.0%로 확대) 등 제시

ㅇ `20년중 735개 기업이 신규 등록한 가운데, 이중 핀테크 기업은 189개에
이르는 등 핀테크 분야 성장이 두드러짐

ㅇ 중점 육성 산업분야는 석유화학, 고무플라스틱, 금속, 식품, 농업, 수자원,
보건, 우주, 바이오텍, 의료기술, 제약, 청정재생에너지(수소 포함), 기계
장비, 전자 부문으로 정함
ㅇ 또한 국산가치 제고 프로그램(“Make it in the Emirates”)을 통해 국산품
구매를 늘리고, 첨단기술 개발과 채택을 장려할 예정
□ (아부다비 프리존에서 중국 백신 대량생산 예정) UAE는 중국 시노팜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Hayat-Vax라는 명칭으로 아랍 최초로 국내 생산을 시작
ㅇ 동 백신은 시노팜과 아부다비의 G42가 백신생산 합작기업을 설립한 후
라스알카이마 소재 제약기업인 Julphar 설비에서 생산중
ㅇ 현재 백신 생산능력은 월 200만 도즈이나, 금년말까지 아부다비 KIZAD
프리존에 새로운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를 완공하여 연간 2억 도즈를
생산할 계획
□ (아부다비 수출펀드 2억 달러 지원 예정) 아부다비개발펀드(ADFD)는 경
제 다변화를 촉진하고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년 아부다비수출국
(Adex) 지원예산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한 2억 달러를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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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자금은 UAE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외국과의 거래를 지원하는데
사용되며, 수출기업은 Adex의 금융지원과 보증을 활용할 수 있음

ㅇ 현재 두바이 증시와 아부다비 증시에 상장된 각 5대 기업의 총 84명
이사 중 여성은 3명에 불과하며, 전체 110개 상장기업 내 이사 중 여
성 비율은 3.5%임.

ㅇ ADFD 산하에 설치된 Adex는 지난해부터 수출지원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UAE산 비석유 물품 및 서비스를 수입하는 외국 수입자에게
대출과 신용보증을 제공함

□ (2019년 UAE-GCC 무역규모 624억 달러 기록) 2019년 UAE와 GCC국가 간의
무역규모는 62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4% 증가함. 국가별로는
사우디가 308억 달러, 오만 131억 달러를 기록함. 같은 해 GCC 국민이

□ (아부다비, UAE 최초 양자컴퓨터 건설중) 아부다비 기술혁신연구소는
스페인 Qilimanjaro Quantum Tech와 협력하여 신약 개발 및 배터리 기술

UAE 증시에 투자한 금액은 113억 달러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였고
GCC 투자자의 UAE내 부동산 거래액은 3.5억 달러를 기록함.

에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양자컴퓨터를 양자연구센터에 건설중임.
연구센터는 올해 여름까지 최초로 아부다비산 양자 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UAE내 부동산을 소유한 GCC 국민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48,535명이
었으며, GCC 투자자들에게 부여된 사업자 허가 건수는 총 29,352건임.
UAE 정부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GCC 국민은 1,826명이며, 민간부문에는

□ (UAE, 100억 달러 규모 이스라엘 투자펀드 조성) UAE는 역사적인 아브라함

7,332명이 일하고 있음

협정 체결로 정상적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스라엘의 전략적 부문에 투자
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

□ (UAE 세계대학순위에서 크게 도약) 2021년 전공별 QS세계대학순위에서
UAE 칼리파대학교 석유공학과가 21위를 기록하여 사상 최초로 25위 내로

ㅇ 이를 통해 UAE측은 이스라엘의 에너지, 제조, 담수, 우주, 보건, 농업

진입하였고, 8개 학과가 세계 대학순위 목록에 진입함

기술 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며, 양국 정부 및 민간 기관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임

ㅇ UAE대학 석유공학과는 100위 안에 들었고, Sharjah대학 석유공학과는
100-150위. Sharjah American 대학의 디자인설계학과와 회계재무학과는

□ (무바달라, 안과용 렌즈 및 텔레그램에 투자) 아부다비 산업투자 국부펀드인

150-200위 권에 들어감

무바달라는 독일 안과용 렌즈 제조업체인 Rodenstock Group의 주식 일부를
인수하여 보건의약 분야 투자를 추가함
ㅇ 또한, 무바달라는 Abu Dhabi Catalyst Partners와 공동으로 메시징 앱인
텔레그램에 1.5억 달러를 투자하여 5년짜리 전환사채를 매입한다고 발표함
□ (UAE 상장회사 이사회에 여성 이사 의무화) UAE 내 상장회사는 앞으로
이사회에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함.
ㅇ 동 조치는 세계적인 성평등 기류 부응 및 UAE내 여성 지위 강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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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에너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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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정부 수소자동차 국가체계 승인) UAE 연방정부는 수소자동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운영체계를 승인하여,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을 뒷

□ (아부다비 머반유 선물거래 착수) 아부다비석유공사는 3.29일 UAE 육상

받침하는 대중교통의 청정에너지 개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유전 생산유종인 머반유(Murban) 선물 거래를 시작함으로써 UAE는 세계적
수준의 선물시장으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함(첫날 거래 물량은 6,344건)

ㅇ 대상 자동차는 택시, 버스, 항만/공항내 운송차량, 폐기물 트럭, 택배 트럭이
포함되며, 수소 충전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체계를 설치

ㅇ 머반유는 브렌트유 및 WTI유와 함께 세계 원유 벤치마킹 유종으로 성

하게 됨

장할 것으로 기대됨
□ (아부다비 에너지투자공사, 국내외 투자계획 발표) 아부다비 에너지투자
ㅇ 머반유는 현재 일일 170만 배럴 생산되어 약 100만 배럴이 수출되고

공사(Taqa)는 태양광 프로젝트를 확충하고 탄화수소 사용을 줄이는데

있으며, 머반유 선물 거래는 싱가포르, 아부다비, 뉴욕에서 하루 22시간

2030년까지 109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고효율 태양광과 역삼투압

거래 가능함. ICE 아부다비선물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계약에는 GS

담수화기술이 핵심 내용이라고 발표함

칼텍스, PTT, Eneos, Inpex, PetroChina, Shell, Vitol이 참여하고 있음
ㅇ 새로운 투자 전략에 따라 Taqa는 수전력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 지분을
□ (아부다비석유공사, GS에너지와 수소협력) 아부다비석유공사는 GS에너지와

49%까지 허용하기로 함. Taqa는 2030년까지 UAE내 전력설비를 18 GW

UAE 내 수소 및 석유화학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협력MOU를 체결함

에서 30 GW로 확충하고 해외에서도 15 GW를 추가할 계획임. 담수화
설비의 2/3을 고효율 역삼투압 방식으로 갖추고, 태양광 설비 비중을

ㅇ GS에너지는 ADNOC의 천연가스를 이용한 블루수소 생산 증대 계획과

현재 5%에서 30% 이상으로 늘릴 계획임

루와이스 석유화학 단지 개발에 관심을 갖고 투자 가능성을 검토할
□ (원자력을 수소 생산에 활용 검토) 에미리트원자력공사(ENEC)를 관할하

계획임

는 아부다비개발홀딩스(ADQ) 투자담당 임원은 미-UAE 비즈니스카운슬
□ (바라카원전 2호기 운영허가 취득)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은 3.9일 바라카
원전 2호기에 대한 60년 유효 운영허가를 발급함에 따라 핵연료 장전

회의에서 UAE가 원자력 전기를 청정 수소 생산에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언급함

및 출력상승 시험에 착수할 수 있게 됨
ㅇ ADQ는 무바달라, 아부다비석유공사와 함께 지난 1월 아부다비 수소동맹을
ㅇ FANR은 바라카 1,2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2015년에 신청받아 14,000쪽의

결성하고 UAE내 수소경제 관련 투자를 모색하고 있음

신청서 검토 및 220차례의 검사를 거쳐 허가를 발급
ㅇ 1,2호기 운영을 위해 90여명의 에미라티(UAE국민)가 FANR로부터 원자로
운전원 자격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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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플랜트 동향
□ (플랜트) ADNOC, refining 프로젝트 FEED 기술입찰 마감
ㅇ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 자회사(ADNOC Refining)는 루와이스 정제
시설 용량 확대 및 성능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의 FEED 설계 입찰서
발급, 3.7까지 기술입찰 마감

* Adyard, Al-Asab General Transport & Contracting Establishment, National
Petroleum Construction Company, Robt Stone, Target Engineering (UAE),
Kalpataru, Tata Projects (India), Galfar Engineering & Construction (Oman),
Archirodon (Greece), Petrofac (UK), Siirtec Nigi (Italy)
- 동 사업은 3개 프로세싱 교정 작업, 가스 압축기 교체, 파이프망 배치
등으로 구성된 EPC사업으로 추진

* 입찰 참가 : Fluor Corporation, KBR(미), GS E&C(한), Tecnicas Reunidas(스),
TechnipFMC(프), Wood Group(영), Worley(호)

* 2020.8.2. 기술입찰을 마감하고 12월까지 발주처와 참가업체간 협의 진행
□ (플랜트) ADNOC, 프로젝트 웨이브(Project Wave) 입찰 진행

ㅇ 동 프로젝트를 통해 `22년 4분기부터 Abu Dhabi Refinery (ADR)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Ruwais Refinery East (RRE)에서 응축된 원료를
처리하고 생산량도 증가시킬 계획

ㅇ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는 아부다비내 해수 처리 및 파이프망 설치
사업을 위해 입찰의향서(EOI)를 접수(3.15)

* ADNOC Refining사는 일일 총 생산량 규모는 922,000 배럴 수준
(RRE 420,000배럴, RRW 417,000배럴, ADR 90,000배럴)

- 글로법 업체들*이 참여의사를 제시하였고, RFP 공고(5.4)를 거쳐

8.31

까지 입찰을 마감하고, 12월말 계약 체결을 예상

□ (플랜트) ADNOC Sour Gas, 샤 가스 플랜트 업그레이드 입찰
ㅇ ADNOC Sour Gas社가 발주한 샤(Shah) 가스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사업과
관련한 상업입찰이 3.16 마감

* Alfanar (사우디), GS Inima (스페인), 현대건설 (한국), 삼성엔지니어링 (한국),
Marubeni Corporation (일본), Suez (프랑스), Veolia (프랑스)
ㅇ 동 사업은 약 210 MIGD 용량의 2개 신규 해수 나노필터레이션

- 동 사업규모는 4.5억불로 추정되며, 기술입찰은 지난 1월말 제출되었고,

(Nanofiltration) 플랜트와 처리된 용수를 육상유전으로 보내기하기 위
한 450㎞ 연장의 신규 트랜스미션 파이프라인 등으로 구성

주요 글로벌 업체들이 참여 중

* Petrofac (UK), Saipem (이태리), 삼성Eng (한국), Técnicas Reunidas (스페인)

□ (플랜트) EWEC, 미르파 2 IWP(담수화) 입찰 진행

*

ㅇ 동 사업은 기존 샤 가스 플랜트 의 가스 처리 용량을 기존 설계 145%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영국 업체(Wood Group)이 Feed를 수행

* 샤 가스전에서 샤워가스 일일 12.8억 입방피트, 유황 연간 420만톤 생산 중

ㅇ 에미리트수전력공사(EWEC)은 미르파(Mirfa)-2 담수화(IWP)사업에 대해
참여의사를 표명한 기업 대상으로 PQ 심사 예정(4.8까지)

* Acciona (스페인), Acwa Power (사우디), Engie (프랑스), GS Inima (스페인),
Marubeni (일본), Sojitsu (일본), Utico (UAE) 등

□ (플랜트) 아부다비, 아삽 2단계 사업 상업입찰 마감
ㅇ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의 자회사(ADNOC Onshore)는 약 150백만불
규모의 아삽(Asab) 유전지역내 가스 개발 2단계 사업에 대한 상업입찰을 3.14 마감

ㅇ 동 사업은 기존 미르파 IWPP 인근에 역삼투압(RO) 방식으로 건설되어
일일 생산규모가 100~140 MIGD에 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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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 ADNOC, 루와이스 파생제품 단지 기본설계 입찰 추진

□ (플랜트) ADNOC, Petrofac의 프로젝트 입찰 참여 금지

ㅇ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는 루와이스 파생제품 단지에 조성될석유

* 루와이스 파생제품 단지(Ruwais derivatives park)는 ADNOC과 ADQ(아부다비 투자
사)가 20.11월 공동 설립(60:40)한 Ta’ziz에서 운영 예정
ㅇ 2022년 착공을 목표로 루와이스 산업단지내 석유화학 파생제품 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조사는 완료되었고, 1단계 50억불 규모의 화학제품
생산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
- 전 세계 판매를 위해서 파트너와 투자자 참여를 통해 대규모로

ㅇ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는 ADNOC이 발주하는 신규 사업에 대한
Petrofac사의 입찰 참여를 금지한다고 발표

화학 파생제품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설계(Feed) 입찰서 발급

주요

석유화학 파생제품을 생산시설 투자 (30억불)

* 주력제품 : Chlor-Alkali, Ethylene Dichloride, Maleic Anhydride, Methanol,
Ammonia, Isopropyl Alcohol, Elastomers

* 동 조치는 2013년 및 2014년에 Petrofac사가 UAE에서 수주한 계약과 관련, 전 임
직원의 뇌물수수 협의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erious Fraud Office)에서 지난 1월
유죄로 결정됨에 따른 것으로 언론 보도(Meed, 3.16)
* Petrofac사가 입찰 참가 중인 ADNOC 발주사업 : Dalma 가스 개발(16억불), Hail &
Ghasha 가스 개발(120∼150억불) 등
ㅇ 이와 관련, Petrofac사는 ADNOC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사업은 EPC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
□ (도시계획) 두바이,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ㅇ 두바이 인구가 20년 330만명에서 40년 580만명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

-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 항만, 유티리티, 인프라, 원료공급,

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계획 발표(3.13)

서비스 관련 시설 투자 (20억불)
- 2040년 지표로 인구의 55%가 대중교통 역세권(800m)내 거주, 산업 및
□ (플랜트) Taqa, 2030년까지 110억불 투자계획 발표

경제활동 부지 168㎢ 확보, 교육/건강시설은 25% 증가, 녹지 및 여가
공간 105% 증가, 자연보존 및 농촌지역은 국토 60% 유지 등

ㅇ 아부다비 국영에너지회사(Taqa)는 30년까지 성장과 수익률 안정화 전략의
일환으로 전력 송배전을 향상키기기 위해 규제 자원 기반(Regulated
asset base)으로 110억불 투자계획 발표

* 규제 자원 기반 방식(Regulated asset base)은 투자 자금 일부를 직접 조달하는
대신에 최저 판매가격을 보장하지 않는 방식
- Taqa의 성장전략은 총 전력생산량을 18GW에서 30GW로 확대하고
추가로 해외 전력생산량을 15GW 달성을 목표

- 도심내 5개 권역을 설정, 5개 도시센터를 중심으로 편의시설과 도시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발전략 마련

* 5개 도시 센터 : ① Deira and Bur Dubai, ② Downtown and Business Bay, ③
Dubai Marina and JBR, ④ Expo 2020, ⑤ Dubai Silicon Oasis
ㅇ 동 계획은 2019년 미국 회사(Jacobs)에 의뢰하여 도시계획 초안을
마련하였고, 작년 두바이 2040 도시계획 상급위원회 기구를 통해 정부
관계기관에서 사전 검토

- 역삼투압(Reverse Osmosis) 기술을 채택하여 담수용량을 30년까지 2/3
수준으로 확대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5%에서 30%수준까지
늘려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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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위원회(위원장 RTA 청장) : 두바이 수전력청장, 토지부 장관, 행정부 장관,
관세청 장관, 개발청 국장, 항만자유구역공사 사장 등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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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식품 동향
□ (항공) 에티하드 항공사, A380 점보항공기 퇴역 조치

□ GCC 국가별 식량안보지수 순위
ㅇ 에티하드 항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중형 항공사로 전환하기 위해
구조조정 중이며, 그 일환으로 A380 점보항공기(10대) 모두 조기 퇴역

ㅇ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2020년 세계식량안보지수

조치할 예정

(GFSI : Global Food Security Index)에 따르면 GCC 국가들은 쿠웨이트

* 카타르 항공사도 보유한 A380 항공기의 50%는 퇴역조치할 계획임을 발표

(세계 33위), 오만(세계34위), 카타르(세계 37위), 사우디(세계 38위),
UAE(세계 42위), 바레인(세계 49위) 순으로 순위가 매겨짐

- 에티하드는 작년도 이용객이 전년대비 76%(19년 1,720만명 → 20년
420만명) 감소하여 순손실액이 17억불 수준

* 구조조정 통해 직원 33% 감축하여 20,369명에서 13,587명으로 감소

ㅇ 세계식량안보지수(GFSI)는 ①경제성(Affordability, 경제적 접근성·식품
구매능력), ②가용성(Availability, 국가적 식량 공급 능력), ③품질 및
안전(Quality and Safety, 식품 안정성), ④천연자원 및 회복력(Natural
Resouces and Resilence, 기후변화 대응능력)의 4개 부문을 수치화함

ㅇ 한편, 에미리츠 항공사는 마지막으로 주문 생산된 A380 항공기를 인수
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A380기를 운행하면서 향후백신접종
확대 및 두바이 엑스포 등으로 운항대수 확대를 기대

* 에미리츠 항공사는 전 세계 A380 점보항공기의 50%를 보유
□ (건설사) Arabtec, 자회사 포함 파산절차 신청
ㅇ Artabtec Holding 지주사는 Arabtec 자회사(6개) 중 2개사는 매각하고

- 특히 2020년 지표는 기후변화가 전반적인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연자원 및 회복력 부문을 처음 도입하고 평가에 반영함
ㅇ 식량안보지수 상승을 위해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에 따르면
UAE는 다른 항목에 비해 농업 연구 및 개발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바레인의 경우에는 식량 안보 관련 정책과 영양 기준 부분에
취약점이 있음

*

4개사 는 Arabtec과 함께 파산시키는 것으로 두바이 법원에 파산절차를
신청

* 파산신청 포함 : Arabtec Construction, Austrian Arabian Readymix Concrete,
Arabtec Precast and Emirates Falcon Electromechanical(Efeco)
- 20년 상반기 손실이 2.2억불 수준에 달해 20.9.30 주총에서 청산 결정
이후 주식거래 중단(10.5) 및 30억불 채부변재 불가로 파산

* Arabtec은 12년 고용인원 42,000명으로 초대형 건설사였으나 이후 하락
ㅇ 파산재판관은 7명의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하여 파산신청을 조사하고,

□ 식음료 전자 상거래 시장 발전에 따른 부작용 사례 증가
◦ 두바이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0년 UAE F&B 부문 온라인 매출은 4억
1천 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했으며, 온라인 식음료 판매
실적이 2020년~2025년 기간 동안 연평균 8.5% 성장하여 2025년에는
6억 1천 9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UAE 온라인 상거래 시장의 급격한 발전과 확대 추세에 온라인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F&B 관련 온라인 사기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재정상황, 부채, 회생가능성 등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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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UAE의 유명 레스토랑과 쇼핑센터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소비자들이 음식비용을 결제하게끔 유도하여 돈을 갈취하는 수
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샤르자와 아즈만에서는 이미 여러
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사이버 순찰을 강화하고 있음
-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 시 전화 주문으로 대체
할 것, 지불은 현금으로 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권고하는 한편 가짜
웹사이트에 대한 전자 경고 조치를 발령

□ UAE 식품 포장 산업 성장 전망
◦ UAE 식품 포장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과 소비자 수요 트렌드를
반영해 향후 몇 년 동안 대폭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식당 및 카페 음식 주문 뿐만 아니라 신선과일,
채소, 육류, 가금류 등의 식료품 배달 증가를 야기하며 전자 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했고, 이러한 추세를 인지한 제조업체들의 관심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을 개선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포장으로 변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밝힘
ㅇ UAE 최대 신선과일 유통업체인 프레시 프루츠 컴퍼니(Fresh Fruit
Company) 관계자 모하메드 만수리는 현지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 변화에
대해 건강한 식단,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 자신의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했다고 설명함
- UAE 언론 칼리즈 타임즈는 식품 포장은 식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함으
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운송 및 소비를 더 편리하게 만드는
기능을 함에 따라 식품 포장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지속가능
성이 식품 포장 산업의 중점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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