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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

1. 경제일반

□ (경기지수) `21.6월 UAE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2.2(5월 52.3)로서, 6개월
연속 50을 상회하면서도 최근 4개월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바, 경기
회복이 지속중이나 회복세는 일부 약화되었음을 시사
* UAE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비석유부문(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대상) 경기동향 지수로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HS Markit이 발표중

ㅇ 백신접종 드라이브(7.5일 기준 15.5백만회분, 인구의 72.1% 백신접종 완료) 등 적극
대응에도 불구, 변이 바이라스 확산에 따른 일부 항공편 취소 등 관광업
전망 악화, 수출 감소, 신규주문 증가세 둔화 등이 수요 확대를 제약
- 생산 증가세 지속중이나, 운송비 상승,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철강․콘크리트 등),
공급부족에 따른 납기(lead time) 증가, 출고가 인상 등 제약 요인도 존재
ㅇ 고용은 점진적 판매증가 및 전망개선에 따라 1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
<UAE 비석유부문 구매자관리지수 월별 추이>

□ (증시 동향) 아부다비 종합지수는 6월중 4.2% 상승하는 등 9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금년중 35.5%↑), 두바이 종합지수 또한 0.5%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금년중 12.8%↑)

* ADXI : (5.31일) 6,558.7 → (6.30일, 월 최고) 6,835.4
DFMI : (5.31일) 2,797.5 → (6.27일, 월 최고) 2870.7 → (6.30일) 2,810.6
<ADX 종합지수 동향>

<DFM 종합지수 동향>

- 1 -

ㅇ (아부다비 시장) 투자․금융서비스*(23.9%↑), 공업(14.8%↑), 에너지(7.2%↑),
보험(7.0%↑), 부동산(5.1%↑), 서비스(3.1%↑), 통신(1.6%↑) 등 지수중 7개 분
야별 지수 상승, 은행(0.6%↓), 생필품(12.5%↓) 등 지수 하락
* 아부다비 투자회사 International Holidng Company(IHC)의 자회사 Alpha Dhabi
상장에 따른 IHC 주가 상승 등 (IHC는 시가총액 기준 ADX 최대 기업으로 부상)

↑

․

↑
↓

·

↑
↓

ㅇ (두바이 시장) 통신(3.8% ), 부동산 건설*(3.3% ), 금융 투자서비스(2.7% ),
보험(0.3% ) 등은 상승, 은행(1.2% ), 생필품(2.0% ), 운송(4.1% ), 공업(4.2% )
분야는 하락

↑

↓

↓

* 5월중 두바이내 부동산 거래액 : 218억 Dh(`20.5월 대비 197%↑), Emaar Properties
1~5월중 거래액 : 105억 Dh(전년 동기비 250%↑) 등 부동산시장 회복 움직임

□ (소비자물가 지수) `21.4월중 전년 동월비 0.54% 낮은 수준으로 `19.1월 이후

27개월 연속 전년 동기비 저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2개월 연속 전월보다
상승(3월 0.06% 4월 0.44% )하는 등 전년 동기 수준에 근접

↑

↑

- 운송(9.29%↑, 전월비 2.32%↑) 문화·레크레이션(1.44%↑, 전월비 6.98%↑), 교육(1.43%↑),
레스토랑·호텔(0.45%↑) 등은 전년 동기 수준을 상회한 반면, 식음료(3.52%↓),
직물․의류․신발(7.16%↓), 주거․공공요금(3.28%↓) 통신(0.37%↓) 등은 하회 지속

□ (통화․신용) 4월말 기준 총유동성 수준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0.1%↓), 은
행권 총신용· 총자산 국내외 대출 감소 등에 따라 소폭 축소
ㅇ (통화) 요구불예금·정부저축 증가에도 정기․저축 예금 감소에 따라
총유동성은 전월 수준 유지
** M1 : 시중 현금(959억 Dh → 976억 Dh, 1.8%↑), 및 요구불 예금(5,464억 Dh →
5,468억 Dh, 0.1%) 증가 등에 따라 0.3% 증가(6,423억 Dh → 6,444억 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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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 준통화(정기·저축 예금 + 외화표시 예금) 감소(8,452억 Dh → 8,181억 Dh,
3.2%↓)에 따라 1.7% 감소(1조 4,875억 Dh → 1조 4,625억 Dh)
M3 : 정부저축 대폭 증가(2,789억 Dh → 3,023억 Dh, 8.4%↑)에도 M2 감소에
따라 0.1% 감소 (1조 7,664억 Dh → 1조 7,648억Dh)

ㅇ (신용

․

·

자산) 4월말 기준 은행권 총신용은 공공부문 민간 대출 등 증가에

따라 0.5% 증가(1조 7,544억 Dh

→ 1조 7,632억 Dh)

* 정부대출 : 2,525억 Dh → 2,523억 Dh(0.1%↓), 공공부문(GREs) 대출 : 2,152억 Dh
→ 2,180억 Dh(1.3%↑), 국내 민간대출 : 1조 1,057억 → 1조 1,106억 Dh(0.4%↑), 국
외대출 1,648억 Dh → 1,653억 Dh(0.3%↑)

→ 5,106억 Dh, 0.7%↑) 증가에도
중앙은행 예치금(3,256억 Dh → 3,169억Dh, 2.7%↓) 등 감소에 따라 소폭 감소
(0.2%↓ , 3조 1,759억 Dh → 3조 1,693억 Dh)

- 은행권 총자산은 총신용 및 투자자산(5,073억 Dh

- 전년 동기 대비로는 총신용은 0.9% 감소, 총자산은 0.6% 감소
<통화량 추이 (10억 디르함)>

<은행권 분야별 신용 추이 (10억 디르함)>

- 최근 3년간 은행권 국내신용중 정부 공공비중 증가, 민간비중 감소 추세 지속
․

은행권 국내신용 분야별 비중 추이(%)>

전년 동월비 분야별 신용

- 정부 대출 : (`20.4월) 2,312억 Dh →
(`21.4월) 2,523억 Dh (9.1%↑)
- 공공부문 대출 : (`20.4월) 2,175억 Dh →
(`21.4월) 2,180억 Dh (0.2%↑)
- 민간 대출 : (`20.4월) 1조 1,408억 Dh →
(`21.4월) 1조 1,106억 Dh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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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월 기준 중앙은행 외환보유고(international reserve)는
전월 대비 소폭 증가(0.3% ), 1/4분기말 은행권 자본적정비율은 `20년 4/4분기
(금융안정성)

대비 0.2% 하락

↑

ㅇ 외환보유고 총액은 소폭 증가한 가운데, 2개월 연속 경상수지 누적분 및
해외은행 예치금*은 대폭 감소한 반면, 해외증권**은 크게 증가한 바, 수
익성 제고를 위해 자산구성을 변경중인 것으로 추정

* 1월 856억불 → 2월 742억불(113%↓) → 3월 702억불(5%↓) → 4월 682억불(2.9%↓)
** 1월 76억불 → 2월 202억불(116%↑) → 3월 245억불(21%↑) → 4월 282억불(15.0%↑)

ㅇ `21년 1/4분기 기준 자본적정비율*(Capital Adequacy Ratio)은 자본감소*(대손충당금
증가 등), 신용구성 변화 등에 따라 소폭 악화

* 규제자본 총액 : Q2 4,179억 Dh → Q3 4,251억 Dh → Q4 4,195억 Dh → `21 Q1 4,150억 Dh

<중앙은행 외환보유고(10억 USD)>

* 국부펀드 등의 보유 외화자산 미포함

은행권 자본적정비율 추이(%)

* 분기말 기준

□ (중앙은행, 성장률 전망 조정) UAE 중앙은행은 `21년 성장률 전망을 3월
전망 대비 0.1% 하향한 2.4%로 전망
ㅇ 비석유부문 성장률 전망은 3.6% → 3.8%로 상향조정한 반면, 석유부문
전망은 0.0% → △1.0%로 하향 조정
ㅇ `22년 전망은 3.5% → 3.8%로 상향, 비석유부문은 기존 전망(3.9%) 유지,
석유부문은 3.5% 성장* 전망
* 3월 전망에서는 석유부문 `22년 성장률 전망은 공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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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여행․관광 GDP) 세계여행·관광협회(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UAE의 여행․관광 분야 GDP는 `19년 대비 60.3%
감소, 전체 GDP중 비중은 11.6%에서 5.4%로 감소
* Travel & Toursim : Economic Impact & Trend 2021
여행․관광 GDP
전체 GDP중 비중
인원
고용
비중
외국인
지출
내국인

`19년
491.2억불
11.6%
74.9만명
11.2%
389.6억불(78%)
113.0억불(22%)

`20년
194.8억불
5.4%
57.4만명
9.4%
132.5억불(33%)
64.7억불(67%)

증감율
△60.3%
△6.2%
△23.3%
△1.8%
△66.0%
△42.7%

□ (아부다비, 20억불 채권 발행) 6월중 7년 만기 20억불 규모 채권 발행
ㅇ 이자율은 美 국채 이자율 + 45bps 수준으로 이머징 마켓 국채 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려짐
ㅇ 아부다비 정부는 `19년 100억불, `20년에는 세차례에 걸쳐 150억불 규
모의 채권 발행
ㅇ `20년말 기준 채권잔액은 400억불, 대출잔액 39억불 수준으로 알려짐
□ (1/4분기 두바이 대외무역 10% 증가) 교역액은 3,544억 Dh으로서 전년
동기비 10% 증가(`19년 3,230억 Dh)
ㅇ 수출은 505억 Dh(25%↑), 수입은 2,048억 Dh(9%↑), 재수출은 990억 Dh(5.5%↑)
ㅇ 교역 상대국별 규모는 중국(440억 Dh, 30%↑), 인도(350억 Dh, 17%↑), 미국
(154억 Dh), 사우디 아라비아(147억 Dh) 順

□ (두바이 정부절차 간소화 계획) 두바이 정부는 기업활동 촉진 및 비용
감축을 위해 기업활동 관련 정부 절차를 향후 3개월내 30% 감축할 계획
임을 공표(* 감축 대상 정부절차 등은 추후 공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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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부동산 시장 주요 동향
ㅇ Dubai Land Department에 의하면, `21.5월 두바이내 부동산 거래액은
218억 Dh, 거래 건수는 6,021건(이중 74%가 신규 판매)
- 전년 동기비 거래액은 221% 증가, 거래 건수는 197% 증가
ㅇ Emaar Properties(두바이내 최대 부동산 디벨로퍼)의 `21.1~5월중 부동산 거래액은
105억 Dh으로서 전년 동기비 250% 증가
□ (두바이투자공사 `20년 실적) 두바이 정부 국부펀드인 두바이투자공사*는
`20년 사업연도중 매출 한 1,361억 Dh(370억불, 전년 대비 40.3% 감소), 순
손실 155억 Dh(42.2억불, `19년에는 4.9억불 흑자) 기록
* Emirates Airlines, Emirates NBD 은행, Emaar Group, Emirates National Oil
Company 등 운송,금융, 건설·부동산, 석유 등

ㅇ 손실은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주로 운송, 접객업 등에서 발생
ㅇ `20년말 기준 자산은 `19년 대비 1.0% 감소한 1조 1106억 Dh, 부채는
8,693억 Dh, 자기자본은 5.9% 감소한 1,926억 Dh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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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020년 UAE 주요 경제지표
※ 본 자료는 최근 연방통계센터(Federal Competitiveness & Statistics Center)
웹사이트에 공개된 2020년 UAE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통계를 기초로 작성됨

□ (GDP) : COVID-19 팬데믹 및 저유가의 이중고속에 대부분의 업종이 역성장
ㅇ 총 GDP : (실질) △6.1% (`19년 4,116억불 → `20년 3,864억불, `10년 가격 기준)
(경상) △14.0% (`19년 4,172억불 → `20년 3,589억불)

UAE GDP 추이(실질)

UAE GDP 추이(경상)

* `05~`09년 : `07년 고정가격 기준,

`10~`20 : `10년 고정가격 기준

ㅇ 비석유 부문 : (실질) △6.2% (`19년 2,918 → `20년 2,738억불, `10년 가격 기준)
(경상) △7.9% (`19년 3,226억불 → `20년 2,970억불)

비석유부문 GDP 추이(실질)

* `05~`09년 : `07년 가격 기준,

비석유부문 GDP 추이(경상)

`10~`20 : `10년 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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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유 부문 : (실질) △6.0% (`19년 1,198억불 → `20년 1,125억불, `10년 가격 기준)
(경상) △34.6% (`19년 946억불 → `20년 618억불)
* S&P Global Ratings에 의하면 `20년 원유생산량은 `19년 대비 30만bdp 내외
감소(`19년 310만bdp → `20년 280만 bpd)

석유부문 GDP 추이(실질)

* `05~`09년 : `07년 가격 기준,

석유부문 GDP 추이(경상)

`10~`20 : `10년 가격 기준

ㅇ (주요 업종 성장률, 경상 GDP 기준) 보건․사회복지, 교육외 대부분의 업종 역성장
- 석유 부문 GDP 급감으로 석유 부문 비중 5.5% 감소(`19년 22.7% → `20년 17.2%)
* 비석유 부문 주요 업종별 성장률 : 도소매(△11.7%), 음식․숙박업(△19.8%), 운
송․보관(△23.4%), 건설(△10.7%), 부동산(△9.2%), 제조업(△5.2%) 등

주요 업종별 GDP 비중(경상, %)

`20년 비석유 부문 주요 업종별 성장률(경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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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경상수지) 원유 수출액 감소 등에 따라 상품․서비스 수출액
17.0% 감소, 국내외 이동 제한 등으로 수입액 또한 15.5% 감소
ㅇ (수출) 상품 : 13% 감소(`19년 3,138억불 → `20년 2,731억불),
- 서비스 : 31.2% 감소(`19년 903억불 → `20년 621억불)
수출액 추이(억불)

수출 증가율 추이(%)

ㅇ (수입) 상품 : 9.7% 감소(`19년 2,593억불 → `20년 2,342억불),
- 서비스 : 32.5% 감소(`19년 882억불 → `20년 595억불)

수입액 추이(억불)

수입 증가율 추이(%)

ㅇ (경상수지) 210억불 흑자 (`17년 275억불 → `18년 405억불 → `19년 373억불)
경상수지 추이(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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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재정*) 원유분야 수입 등 재정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지출
또한 대폭 감축하여 균형재정 수준(8억불 적자)에서 관리
* 연방정부 및 각 에미리츠 정부재정 통합(consolidation)

ㅇ 수입 : 22.7% 감소 (`19년 1,302억불 → `20년 1,006억불)
ㅇ 지출 : 15.8% 축소 (`19년 `1,205억불 → 1,015억불)
ㅇ 수지 : 8억불 적자 (`19년 98억불 흑자)
UAE 범정부 재정 수입·지출 추이(억불)

UAE 범정부 재정수지 추이(억불)

□ (인구)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유출로 `19년 대비 2.3%
감소 (9,504천명 → 9,282천명)
* S&P Global Ratings의 UAE 인구동향 추정
- 두바이 : 20년중 8.4% 감소(MENA 지역(평균 4%)내 최대폭 감소)
- 아부다비 : `18~`20년중 경제활동 저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16%
이상 감소
UAE 인구 추이(천명)

UAE 인구 증가율(%)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CPI) 2년 연속 하락 (`18년 111.1 → `20년 109.0 →
`21년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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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동향
□ (UAE정부, 비석유 수출 확대전략 승인) UAE정부 내각은 무역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며 세계 신규시장에 진입하여 수년내 수출을 50%
늘리는 비석유수출발전전략을 승인함
ㅇ 동 전략은 국내 기업들과 수출자들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고, 재수출
허브로서 UAE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하며,
25개 신규시장에 UAE제품이 진출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임
□ (인터내셔널홀딩, 아부다비 최대 상장기업으로 부상) 아부다비 투자회사인
인터내셔널홀딩사(IHC)는 자회사인 Alpha Dhabi Holding이 6.27일 아부
다비 증시에 상장되면서 주가가 동반 상승하여 아부다비 증시 내 최대
상장기업으로 올라섰으며, 아부다비 증시의 전체 규모도 최초로 1조 디르함
(2,723억 달러)을 넘어섬
ㅇ 이전까지 아부다비 증시 최대기업은 종합통신사인 Etisalat이었으나,
IHC의 시가총액 규모가 2,010억 디르함(548억 달러)로 커짐에 따라 순
위가 바뀜
ㅇ Alpha Dhabi Holding은 아부다비 내 주요 건설회사, 부동산개발회사, 고급
호텔, 조경회사, 의료서비스회사 등에 투자하고 있고, IHC가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음
□ (두바이, 100% 외국인소유 기업에 새로운 추가비용 없음) 두바이정부
경제개발부는 두바이에서 100% 외국인소유 기업을 설립·운영할 경우
단독 소유주가 되기 위한 추가적인 자본금이나 수수료 요건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함
ㅇ 두바이는 6.1일부터 1천여개 상업활동에서 외국인 100% 소유가 가능하
다고 발표하였으며, 아부다비도 동일한 목적으로 1천여개 사업분야를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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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상공회의소, 3개로 분할 개편 완료) 두바이정부는 기존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두바이 상업회의소(Chamber of Commerce), 디지털경제
회의소(Chamber

of

Digital

Economy)

및

국제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로 분할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3개 회의소의 이사진을 새로 임명함
ㅇ 모하메드 두바이 통치자는 새로운 회의소들은 무역을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며 기업인들의 이익을 보호하여 세계 최고의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ㅇ 상업회의소 회장은 Abdulaziz Al Ghurair 전 두바이상공회의소 회장,
디지털경제회의소 회장은 Omar Al Olama 인공지능특임장관, 국제회의소
회장은 Sultan bin Sulayem이 임명됨
□ (시젠, 아부다비 G42와 이동형 진단설비 공급 MOU 체결) 한국의 바이오텍
회사 시젠은 아부다비정부가 지원하는 G42 Healthcare사와 이동형 분자
진단시험설비 공급에 대한 MOU를 체결함
ㅇ 동 서비스의 범위는 UAE를 포함한 전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이며, 이동형
설비는 WHO 바이오안전 가이드라인 레벨2를 만족하면서 최소 인원으로
PCR 테스트 검증 등 자동화된 시험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영됨
□ (에티살랏, 에릭손과 UAE 5G망 구축) UAE 최대통신회사 에티살랏은
상업망에 5G mmWave를 설치하는데 스웨덴 에릭손사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에티살랏은 중국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여 5G망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음
□ (글로벌파운드리, 칩 생산 확대에 40억달러 투자 계획)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바달라가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파운드리는 전세계적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칩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싱가폴 신규공장에 4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 자금은 자체 재원, 정부 및 장기고객의 투자금
으로 조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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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글로벌파운드리는 향후 2년에 걸쳐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국과
독일에 각각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금년 싱가폴 설비 확장에 14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UAE, 2020년 외국직접투자 유치 세계 15위 기록) UNCTAD가 발표한
2020년 전세계 외국직접투자(FDI) 수혜국 순위에서 UAE는 약 200억 달러를
유치하여 15위에 오름
ㅇ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한 교역 침체로 세계전체 FDI가 35% 감소한 가운데
UAE로의 투자는 11% 증가하였는데, 아부다비석유공사의 가스 파이프라인
임대투자 100억 달러 및 비핵심 부동산 임대투자 27억 달러가 핵심 역할을 함
□ (UAE, 장기 달 탐사계획 발표) UAE 모하메드빈라시드우주센터 관계자는
2022년 최초 달 탐사선을 발사하고 2024년 또는 2025년까지 제2탐사선
Rashid를 보내 달 표면에 착륙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함
ㅇ 이 계획에는 달 궤도선의 건조·발사, UAE국민 우주인을 달 표면에 보내기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탐사계획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국 스타트업
지원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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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에너지 동향
□ (UAE-프랑스 원자력 연구개발 및 유지보수 협력) 6.30일 열린 UAE-프랑스
전략대화에서 UAE원자력공사(ENEC)와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의향서를 서명하고, Nawah Energy와 프라마톰은 원전정비·
엔지니어링 서비스 협약에 서명함.
ㅇ ENEC과 EdF는 원전 운영경험 및 첨단기술을 공유하고 원전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을 공동 탐색하기로 하였으며, 프라마톰은 Nawah에 원전
정비서비스, 인력 훈련, 운영지원 및 핵연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ADNOC, 인도 Reliance사와 루와이스 석유화학 설비 합작) 아부다비석유
공사(ADNOC)는 인도 Reliance Industries사와 공동 투자하여 Ruwais 지역
Taziz 석유화학 단지에 종합 석유화학 설비를 건설하는 협약을 체결함
ㅇ 동 설비의 생산능력은 연간 클로알칼리 94만톤, 에틸렌디클로라이드
110만톤, PVC 36만톤이며, 생산 제품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시장에 판
매될 예정임
ㅇ 최종 투자결정과 건설 발주는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부다비 비료회사, 블루암모니아 생산에 참여) 아부다비석유공사와
OCI의 비료생산 합작법인인 Fertiglobe는 루와이스 석유화학 단지에 연간
100만톤 규모의 대형 블루암모니아 생산시설 개발에 참여하기로 함
ㅇ 이를 위해 Fertiglobe는 루와이스 석유화학단지 개발주체인 Taziz사와
공동으로 블루암모니아 개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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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플랜트 동향
□ (플랜트) ADNOC, 전기 수중펌프 설치공사 현지업체 수주
ㅇ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 자회사(ADNOC Onshore)는 유전지역 전기
수중펌프의 공급 및 설치 공사 2개 패키지(1.3억불)를 현지건설업체(2개)에
발주한 것으로 보도(Meed, 6.8)

* 수주업체 : Uni-Arab Engineering & Oil Field Services (Uni-Arab)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pany
- 2030년까지 원유 생산량을 일일 5백만 배럴까지 확대하기 위한 수단
으로 541개 전기 수증펌프(ESP)를 설치
□ (플랜트) EWEC, 세계 최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중국업체 착공
ㅇ 에미리츠 수전력공사(EWEC)가 발주한 세계 최대규모인 2GW Al Dhafra
태양광 설치공사(EPC, 10억불)를 중국업체(China Machinery Engineering
Corporation)가 5월 수주 후 조기 착공에 들어감

* 태양광 패널 가격 상승으로 중국업체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계약 철회를 고려한 적 없이 착공 중임을 알림(Meed, 6.17)
ㅇ 동 사업은 EWEC과 컨소시엄*이 20.7월 30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
하였고,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가
포함되며, 7개 국제은행에서 파이낸싱 제공

* Taqa(40%), Masdar(20%), 프랑스(EDF)(20%), 중국(Jinko Power)(20%)
- 22년 상반기부터 가동 후 하반기 완전 가동을 기대하며, 완공시 최대
11만 가구 전기공급 가능하고 탄소배출량은 연간 240만톤이상 감소가
예상되며, 아부다비 태양광 발전은 3.2GW로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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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 Dubai, 첫 폐기물 에너지화 발주사업 금융종결
ㅇ 벨기에 회사 Besix 컨소시엄이 수주한 두바이 Warsan 지역에서 추진
하는 12억불 규모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금융종결(Financial
Close) 이루어짐
- 금융은 일본은행(JBIC)과 민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제공
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은 일본 보험사(Nexi)가 제공함

* 민간금융기관 : Societe Generale Bank, KfW IPEX Bank, Standard Chartered Bank,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Mizuho Bank, Siemens Bank and Credit
Agricole Bank
ㅇ 동 사업은 두바이 폐기물관리기업을 설립하여 35년 계약의 BOT 방식
으로 추진되고, 2024년 완공 시 연간 190만톤의 폐기물 처리및 200MW
전력생산이 예상됨

* 두바이 폐기물기업 구성: Besix, Tech Group, Hitachi Zosen Inova, Itochu
Corporation, Dubai Holding, Dubai Holding Commercial Operation Group
□ (플랜트) Dewa, 타절된 Jebel Ali K Station 확장 사업 입찰
ㅇ 두바이 수전력청(DEWA)은 Jebel Ali K station 담수발전사업 3단계 잔업
공사에 중국 업체(Sepco3)만 단독 응찰한 것으로 확인

* 스페인 업체(Duro Felguera)가 2017년 2.2억불 규모의 발전소 확장공사
EPC사업을 수주한 이후 2020년 계약 종료
- 동 사업은 590MW를 생산하는 2개 가스터빈의 공급, 설치, 테스트 등
작업과 함께 60 MIGD 담수 생산시설을 포함
□ (플랜트) ADNOC, 해수처리사업(Project wave) 7월 발주 예상
ㅇ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가 원유 생산량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2개
해수처리 플랜트와 파이프망 시설을 구축하는 Project Wave 사업
(PPP)의 제안요청서(RFP)가 7월 중순 발급 예상(Meed,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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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5일 자격심사 요청서(RFQ) 접수가 마감되었고, 입찰절차를 통해
금년 12월 디벨로퍼 선정 및 내년초 금융종결을 예상

* 입찰기업 예상 : Acwa Power (Saudi), Hyundai E&C, Samsung Engineering (South
Korea), Marubeni Corporation (Japan), Suez, Veolia (France)
ㅇ 동 사업은 아부다비 모든 육상 유전지역내 내부압력 유지를 위해 사
용되는 대수층 물주입 장치를 대체하는 것으로 규모는 20억불수준으
로 예상
□ (플랜트) ADNOC, 해상 송전망사업 최종낙찰자 발표 예상
ㅇ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와 에너지회사(Taqa)가 해상유전시설과 육상
전력망을 연결하는 해저 송전망 사업의 입찰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
으로 언론보도(Meed, 6.15)
- 동 사업은 지난해 11월 상업입찰 이후 shortlist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
됐으나 최종후보자만 선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입찰업체 : ①China Southern Power Grid, ②Vision Invest (Saudi Arabia) / Elia
(Belgium), ③Kansai Power (Japan), ④Kepco (South Korea) / Kyushu Electric
Power/Kyuden International (Japan) / EDF (France)
ㅇ 동 사업은 약 20억불 규모로 육상/해상 HVDC 변환소 및 1,000MW/
600MW 해저 케이블 망으로 구성되며, 202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BOOT 방식으로 추진
□ (플랜트) ADNOC, 샤 가스 플랜트 확장사업 이태리 업체 수주
ㅇ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는 아부다비 샤(Shah) 지역의 5.1억불 규모의
sour 가스 개발시설 확장(Optimum Shah Gas Expansion)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이태리 업체(Saipem)를 확정(6.15)

* Petrofac(영국), Samsung Eng(한국), Tecnicas Reunidas(스페인) 등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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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기존 가스 플랜트 시설과 연결하여 가스 포집시설 등 확장을
위한 EPC와 함께 성능검증, 시운전 등을 포함
ㅇ 동 사업이 2023년 완료시 가스 개발시설 용량은 현행 12.8억 cf/d에서
14.5억 cf/d로 약 13% 증가 예상

□ (금융협력) 한국 수출입은행, ADNOC과 금융협력 추진
ㅇ 수출입은행은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50억불 규모의 중장기 금융한도 약정(FA)을 위한 금융
협력 협약서 체결(6.20)

* ADNOC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한국 기업의 사업 수주 계약 등이 체결 되면
신속하게 대출 등 지원 가능
ㅇ ADNOC이 연내 발주하는 대형 사업을 한국 기업이 수주할 경우 수출
입은행이 금융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

* 해상 원유생산시설 전력공급용 해저 송전망 사업(31억불), 석유화학(폴리 에틸렌)
생산시설 건설(60억불) 등
- 한국 기업이 ADNOC을 상대로 한 수출 거래와 주요 자원 수입, 해외
합작투자 등 다양한 거래 유형별 맞춤형 금융 지원 예정

□ (건축) 아부다비 문화관광부(DCT), 80억불 문화자산 투자 추진
ㅇ 아부다비 문화관광부(DCT)는 아부다비의 문화 및 창조산업 개발 위해
총 80억불(약 300억 디람)을 투자할 계획
- 투자계획은 대부분 건설사업으로 85억 디람 규모의 사업이 추진중이고,
추가로 220억불 투자가 계획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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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박물관, Yas Creative Hub, 교회 등 종교시설을 포함한
Abrahamic House 등 문화시설이 투자 대상

* 박물관 : Zayed 국립박물관, Guggenheim Abu Dhabi 건설/계약 추진 중, 자연사
박물관, 해양박물관, 과학박물관 등은 설계 단계
□ (호텔) ADQ, 아부다비 국영호텔과 전시업체 통폐합 제안
ㅇ 아부다비 투자회사 ADQ는 아부다비 국영호텔회사(ADNH)에 아부다비
전시업체(Adnec)와 기업 통합안을 제안
- MICE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시업체와 호텔업체 간 통폐합 통한 규모의
경제 등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기대
ㅇ ADQ가 전시업체(Adnec)를 ADNH에 매각하는 대신 ADNH 주식을 매입
하는 방식으로 진행 시 ADQ는 ADNH의 55% 지분 소유
- 두 기업이 통폐합되면 MENA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자산규모 54억불)
전시/숙박기업으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

* Adenc은 아부다비, 알아인, 런던 3곳에 대형 전시관 및 납품업체 등 소유
ADNH는 총 28개 호텔과 총 6,700개 객실을 보유
□ (항공) 에미레이츠 항공, 작년 60억불 손실
ㅇ 2020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실적 감소로 인해 약 60억불 손실 발생
하여 취항 30년 만에 처음 적자 기록
- 여객 수송인원은 전년대비 88% 감소한 660만명 수준에 그쳤고, 화물
수송 감소폭은 적어 승객/화물 포함한 수송량 감소는 58%
- 구조조정 통해 전체 10만 5천명 직원 중 30% 임직원을 해고 조치하는
등 운영비용을 46% 절감시켰음에도 적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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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두바이 공항, 외국항공사 이용하는 터미널1 운영 재개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작년 3월 셧다운 조치 이후 운영이 중단된 두바이
공항 터미널1, 6.24부터 운영 재개
- 기존 터미널 2, 3에 분산되어 있던 총 66개 외국항공사가 터미널1로
다시 이동하여 운영 예정

* 터미널 1: 국제항공사, 터미널 2: 저가항공사, 터미널 3: 에미레이츠항공사
ㅇ 두바이 공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운항하던 260개 항공노선의
66%, 운항되는 국가의 89%만 재운항 중
- 두바이 공항을 이용하는 기존 항공사의 77%가 재운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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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식품 동향
□ UAE, 새로운 식품 안전 표준화 시스템 시작 예정
ㅇ 6월 13일 압둘라 알 누아이미 기후변화환경부 장관은 새로운 식품 안전
표준화 시스템이 향후 2개월 이내에 운영될 예정이라 발표함
- 동 장관은 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경쟁력 개선을 위해 자국산 농산물
마케팅을 목표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민간 부문과 협력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지 언론은 식품 선별 검사 절차를 개선하여 시장에
진입되는 식품의 빠른 선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식품 생산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또한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ㅇ 또한 기후변화환경부는 UAE 기후에 적용되는 첨단 기술을 지닌 농업
스테이션 구축을 목표로 청소년들이 농업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식량 안보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청소년과 관련 금융 기관을 연결 시켜주어 청소년들의
농업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고 부연함

□ UAE-필리핀 식량 및 농업 무역 협력에 관한 언론 보도
ㅇ 에미레이트 뉴스 에이전시(WAM)는 필리핀 무역산업부 장관 라몬 로
페즈와 UAE-필리핀간 식량 및 농업 무역 협력과 다가오는 두바이 엑
스포 협력 관련 인터뷰를 게재함(6.1.)
ㅇ 라몬 로페즈 장관은 필리핀과 UAE의 식량 안보를 이루기 위한 국가적
목표가 비슷하다며 농업은 필리핀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UAE의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살펴 보기를 권유함
ㅇ 약 70만명의 필리핀인이 UAE에 거주 중으로 UAE에서 세 번째로 큰
해외 거주자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어 이는 식료품 등을 포함한 일용
소비재를 UAE로 수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필리핀 음식점과 기타
브랜드 역시 동일한 이유로 UAE에서 번창하고 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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