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주간경제동향
(‘21년 7월 2주 : 2021.7.5. ~ 2021.7.13.)

- 동 조치는 재무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다른 종류의 연료 가격은
변동 없음.
□ 2021 상반기, 쿠웨이트 주식시장 등록 기업 85% 주가 상승

□ 국영석유화학회사(KIPICI), LNG 가스운반선 첫 입항(7.12)
ㅇ 당지 언론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중 쿠웨이트 주식시장에 등록된 기업 중
ㅇ 국영석유화학회사(KIPICI)은 알주르 LNG 수입터미널 1단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7.12(월) 동 수입터미널에 첫 LNG 가스운반선(21.3만㎥ 규모)이 입항

85%(123개사)가 주가가 상승하였으며, 많은 상장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함.

했다고 밝힘.
ㅇ 쿠웨이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금년 상반기 15.5% 증가한 370억KD(약
- 국영석유화학회사 Ajmi 부사장은 금번 LNG 가스운반선 입항 이후 두 번째

1,230억미불).

LNG 가스운반선의 입항이 결정되었으며, 동 가스운반선은 21.7만㎥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최신기술이 적용된 선박이라고 함.

□ 상공회의소(KCCI), 건설자재 가격 상승 관련 대책회의(7.7)

ㅇ 현대건설 등 우리기업에 따르면 알주르 LNG 수입터미널 1단계 공사 완료에

ㅇ 상공회의소는 지난 1년간(2020.6월~2021.6월) 구리는 100%, 철강은 80%, 알

따라 전체 8기의 LNG 저장탱크 중 4기의 LNG 저장탱크 사용이 가능해진

루미늄은 66% 가격이 상승했으며, 이는 자재 공급시장, 건설공사 계약, 국내

것이며, 2022년 상반기 중에는 전체 공사 마무리에 따라 저장탱크 8기 모두

소비자 등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함.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함.
- 이러한 건설자재 가격 상승 추세는 2022년 중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 수전력부, 순간 전력 사용량 기록 갱신(7.5)
ㅇ 쿠웨이트 수전력부는 7.5(월) 순간 전력 사용량이 15,110MW를 기록하며 금

쿠웨이트 정부가 발주한 다수 공사현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함.
□ 재무부, 향후 대규모 국가재정 적자 시나리오 공개(7.6)

년도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밝힘.
ㅇ 재무부는 아래와 같이 유가 및 생산량 가정에 따른 국가재정 적자 시나리오
- 이는 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한 에어콘 사용량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 휴가를 가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되

를 공개했으며, 이는 국회와 국채 발행을 위한 공공부채법 개정 협의를 위한
협상 카드로 판단됨.

어 예년보다 순간 전력 사용량이 더 높다고 설명함.
- (1안: 20/21~24/25 회계연도 5년간 평균 유가 60미불, 일산 280만 배럴 경우)
□ 국영정유회사(KNPC), 휘발유 가격 인상(7.5)
ㅇ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KNPC)는 7.7(수)부터 3개월간 차량용 휘발유 옥탄
-98(울트라)의 가격을 리터당 165Fils에서 175Fils로 인상한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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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가재정 적자 누계 435억KD(1,446억미불)
- (2안: 동기간 평균 유가 45미불, 일산 270만 배럴 경우)
5년간 국가재정 적자 누계 642억KD(2,134억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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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안: 동기간 평균 유가 10미불, 일산 200만 배럴 경우)
5년간 국가재정 적자 누계 1,072억KD(3,564억미불)
□ 국영석유산업회사(PIC), 캐나다 석유화학공장에 2.44억불 투자(7.7)
ㅇ 주재국 아랍어 일간지 Al-Anbaa는 쿠웨이트 국영석유산업회사(PIC)가 캐나
다 Pembina社와 엘버타 지역에 폴리 프로필렌(Polypropylene) 생산을 위한
새로운 석유화학공장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에 '20.12월까지 4.92억불을 투자
하였다고 보도.

※ PIC는 캐나다 Pembina社와 50:50 합작회사인 Canada Kuwait Petrochemical
Coporation(CKPC)를 설립한 바 있으며, '19.2월 통합석유화학시설프로젝트에 최종
투자를 결정.
□ KPC 발표 쿠웨이트 유가동향
ㅇ 7.5(월) 75.95불/배럴 → 7.6(화) 77.22불/배럴 → 7.7(수) 74.59불/배럴 →
7.8(목) 71.90불/배럴 → 7.9(금) 74.30불/배럴
ㅇ 7.12(월) 74.81불/배럴 → 7.13(화) 75.67불/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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