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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지도

바레인 국기

■

두 색의 비율은 4 : 1

■

적색은 피와 자유, 백색은 바레인의 순결과 평화 상징

■

백색 톱니바퀴는 이슬람교의 5개 기둥(신앙고백, 기도, 자선, 단식,
성지순례)을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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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개황

Kingdom of Bahrain

국 명

Kingdom of Bahrain

국 왕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1999.3월 즉위)

면 적

778.4km2
(바레인 본섬 및 주변 36개 도서로 구성, 서울의 약 1.3배)

인 구

약 150만 명 (2020.3월)
- 이 중 바레인 국적자는 71만 명 (약 47%)

종 교

이슬람교 70%(수니파:시아파=4:6), 기독교 14.5%,
힌두교 9.8%, 불교 2.5% 등

수 도

마나마 (인구 56만 명)

언 어

아랍어(공용어), 영어(널리 통용)

의 회

양원제

정 당

없음

GDP(2019)
경제성장률(2019)

1.8%

외환보유고(2019)

34억 달러

인플레이션율(2019)

1%

무역(2019)

347억 달러 (수출 173억 달러, 수입 174억 달러)
- 주요 수출품 : 알루미늄, 석유화학 제품 등
- 주요 수입품 : 원유, 기계, 화학, 자동차 등

통 화

Bahraini Dinar (1USD = 0.376BD), 고정환율제

2020 바레인 개황

주요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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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억 달러 (1인당 GDP 25,273달러)

석유, 천연가스
- 2018.4월 바레인 서쪽 해안에서 예상 석유 매장량 800억 배럴
및 10~20조 입방피트 규모의 가스 매장량 발견, 유전에 대한
세부 분석 및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나, 국제 유가 하락으로
개발까지는 상당기간 소요 예상
- 2019.5월 북쪽 영해에서 이탈리아 에너지 탐사 회사와 석유가스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맺는 등 에너지 자원 개발 지속 추진

회계연도
우리나라와의 시차

개관

원유 생산(2019)

일평균 19.4만 배럴
- 육상 유전 4.2만 배럴 생산 및 해상 유전 Abu Saafah 15.2만 배럴 수급
1. 1 ~ 12. 31
- 6시간

2. 자연  환경

가. 지정학적 위치
• 중동 걸프해 쿠웨이트와 호르무즈 해협 중간, 사우디와 카타르 반도
사이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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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형 특색
• 바레인 본섬과 주변 36개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 778.4km2
(2015년 기준)

• 바레인은 남북 약 50km, 동서 15km의 석회암과 사구(砂丘)로 된
도서국
• 바레인의 영토는 간척 사업을 통해 계속 확장 중 (2010년 759km2, 2012년
765.3km2)

다. 기후와 강우량
• 1~4월은 20~25℃ 사이로 온난하여 생활에 적합하며, 5월부터는 낮
기온이 보통 40~45℃에 이르고, 습도도 80~90%에 달함.
• 강우량은 80mm로 미미하며, 12~3월 월평균 2~3차례 비가 내림.

Kingdom of Bahrain

라. 주민 구성
• 총 150만 명(2020.3월) 중 바레인인은 약 71만 명이며, 나머지는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여타 걸프협력이사회(GCC :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

등 해외에서 유입된 인구임.

•유입된 인구의 다수가 남성 노동 인구로, 남성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62%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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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요 도시
• 마나마(인구 56만 명)
- 바레인 정부는 수도 마나마를 중동 지역의 금융·통신·교통 중심지로
집중 육성
10

개관

•제2의 도시는 무하라크(Muharraq)로 약 27만 명 거주

유입된
3.인구의
약 사다수가 남성 노동 인구로서 남성 비중이 전체 인구의 62%에

가. 역사 개요
• 바레인은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아라비아 반도의 유력한 중계
무역지로 번성하였음. 1521년 포르투갈이 진출하였고, 이후 이란의
지배를 받아 오다가 18세기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주한 알 칼리파
가문이 국가의 기초를 만들었음. 1820년부터 영국이 바레인에 대한
광범위한 지배권을 얻었고, 1861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음.
• 1932년 석유 생산이 시작되면서 근대화가 진행되었고, 1968년 영국이
걸프 지역 토후국(에미리트)들과 맺었던 조약을 종결하고 1971년 걸프
지역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하며, 족장이었던 이사 이븐 살만 알
칼리파의 주도로 독립하였음.
- 당초 바레인과 카타르는 현재 아랍에미리트연합 (UAE)의 7개
에미리트를 포함한 9개 에미리트 연합국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나,
국가 구성에 대한 의견 차이로 별도의 독립 국가 창설
• 19세기부터 이란이 바레인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으나 1970년
바레인 주민들이 이란 귀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UN 보고서에 이란이
승복함.
• 바레인은 군주제 국가로, 1973년에 최초로 헌법이 공포되어 국민
직접선거에 의한 의회가 설립됨. 그러나 외교·예산·계엄령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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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두고 국왕과 의회가 계속 충돌하자, 국왕이 1975년에 의회를
해산시킴. 1992년에 정치지도자들이 의회의 부활을 요청하자, 국왕은
국민 선출이 아닌 국왕 임명에 의한 국정자문회의(Shura Council)를
설치함.
• 38년 동안 바레인을 통치한 이사 이븐 살만 알 칼리파 국왕이 1999년
3월 서거한 후 하마드 이븐 살만 알 칼리파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
하고, 정치·경제를 아우르는 일련의 개혁을 추진함. 특히 2001년
국민헌장(National Action Charter) 공포에 따라 바레인은 이전의 ‘토후국’
에서 ‘입헌군주국’으로 전환하고, 상·하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기로
함. 이에 따라 보통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하원격 의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2년 총선거를 실시함. 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국왕의 권한이 여전히 강력함. 국민헌장 공포 이후 10주년이 되는
2011년 의회 권한 강화, 사법권 독립 등의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진주혁명’이라 불리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이에 바레인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GCC 반도방위군(Peninsula Shield Force)

Kingdom of Bahrain

의 지원을 요청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범국민대화를 개최함.
• 2011년 바레인 정부는 제1차 범국민대화를 통해 바레인 사태 독립
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2011년 시위 관련 불법행위자 조사 등을 권고하는 등 국민 화합과
내정 안정에 진력하였으며, 2012.5월 의회의 권한 확대 및 하원의
위상 강화 내용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됨.
• 2014. 9월 살만 왕세자가 부왕에 대한 공개서한 형식을 통해 2012년
중단된 범국민대화 재개를 위한 5개 원칙을 발표하자, 하마드 국왕은
하원 선거 실시 및 지역구 재편(5개→4개)을 골자로 하는 국왕 칙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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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함.
• 2015년 바레인 정부는 지속되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각 및 정부 조직 개편 ▲휘발유 가격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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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2016. 1월) 등 광범위한 긴축재정에 돌입하였으며, 외국인·자국민
중 2주택 이상 보유자,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수도 보조금도
2016.3.1부로 폐지하는 등 긴축재정을 강화함.
• 2016. 1월 바레인 정부는 주이란사우디대사관에 대한 공격 사건 이후
사우디와 함께 이란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하였으며, 바레인
최대 야권 단체 알위파크 폐쇄 결정(2016.6월), 시아파 종교 지도자
이사 카심의 국적 박탈(2016.7월), 시아파 수감자 3명을 처형(2017. 1월)
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對이란 강경 노선 유지, 대내적으로는 소수
수니파 정권 안정을 위한 對시아파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음.
• 2017. 6월 바레인은 사우디, UAE 및 이집트와 함께 카타르가 이란의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타국의 내정을 간섭한다며 단교 선언
• 2018. 11월 제5대 의회 하원 의원(40명)을 선출하는 총선 실시(지방의회
선거 동시 실시)

• 2020. 9월 바레인은 UAE와 동시에 이스라엘과 평화선언(Declaration
Supporting Peace)

서명 후, 2020.10월 외교·경제·통신 등 8개 부문에

걸친 협력 MOU를 체결,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추진

나. 약 사
1) 고대

• 청동기 시대 : 현재의 바레인 섬을 중심으로 수메르 문명의 한 갈래인
딜문 문명(Dilmun Civilisation, BC 3200~BC 1600)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더스 문명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으로 번성
• 7세기 이전 : 무슬림 정복 이전 바레인은 페르시아 지배하의 기독교계
아랍인이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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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기~1521년 : 무슬림 아랍 통치
2) 중세

• 1521         포르투갈 점령
• 1601         페르시아 점령(압바스 1세가 바레인 섬 점령, 시아파를 다수 이주시킴)
• 1783         아흐마드 알 칼리파가 페르시아를 축출, 이후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주한 알 칼리파 가문이 국가의 기초를 닦으며
통치
3) 근대

• 1861         영국 보호령 조약 체결
4) 현대

Kingdom of Bahrain

• 1932        석유 발견
• 1961        이사 이븐 살만 알 칼리파 국왕(Emir) 즉위
• 1970        유엔 안보리, 바레인의 완전한 독립 지지 성명, 이란의
바레인 통합 욕망 좌절
• 1971. 8.15  독립(다만, 독립기념 행사는 이사 빈 살만 알 칼리파(Isa bin Salman Al
Khalifa, 현 하마드 국왕의 선왕)의 대관식 날인 12.16에 개최)

• 1973        최초로 헌법이 공포되고, 국민 선출에 의한 의회가 구성
되어 총선이 실시되나, 곧 의회 해산 및 헌법 효력 정지

2020 바레인 개황

• 1981         이란 호메이니 혁명의 영향을 받은 급진세력이 칼리파
왕정을 폐지하고 신정 공화국을 세울 목적으로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실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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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12.      국왕 임명에 의한 국정자문회의 (Shura Council)설치(의원 수
30 / 수니계 15, 시아계 15. 1996년에 의원 수를 40명, 20/20으로 증원)

• 1994.12.      의회 부활과 시아파 종교지도자 석방 및 시아파 인사의
정부 고위직 등용 확대를 요구하는 반정부 소요 사태 발생
• 1997          국가방위군(National Guard) 창설
• 1999. 3.      이사 국왕 서거 및 하마드 국왕 즉위. 하마드 국왕은 즉위
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사 국왕의 정책 노선을 계승할
것이라고 언급, 친서방 정책 견지 시사
• 2001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로 카타르와 하와르 군도(Hawar Islands)
분쟁 완전 해결
• 2001          국민헌장 공포로 국민화합 도모.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국가 운영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자유시장경제
체제 도입 및 국민 직접선거에 의한 의회 구성, 입헌군주제
로의 개혁 등 획기적인 정치 발전 및 국민화합 계기 마련
• 2002          국민헌장 발효로 설치된 하원격 Representative Council의
의원 선거 실시
• 2002          국명을 바레인(State of Bahrain)에서 바레인 왕국(Kingdom of
Bahrain)으로

개정. 국왕은 ‘Emir’에서 ‘King’으로 승격

• 2004          살만 왕세자가 중심이 되어 Formula One Grandprix
자동차 경주대회 유치
• 2011. 2.       시아파를 중심으로 투표에 의한 정부의 선출, 선거제도
개혁, 사법권 독립, 종파 차별 철폐 등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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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3.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바레인 정부 요청으로 GCC 연합
반도방위군(Peninsula Shield Force) 파견, 정국 안정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해제 (2011.6월)
• 2011. 7.       여야 정치단체 및 사회 각계각층 대표 300여 명이 참여한
범국민대화 개최, 국민화합 조치를 협의하였으며, 시위
당시 인권유린 행위를 조사한 바레인 독립조사위원회
(BICI)

조사보고서 발표

• 2013. 2.      하마드 국왕의 초청으로 제2차 범국민대화 개시
• 2014. 9.      하원 선거 실시 및 지역구 개편에 관한 국왕 칙령 발표
• 2014. 11.     야권연대가 하원 선거 및 지방의회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총선 실시(수니파 친정부 인사 및 무소속 인사 대거 당선) 및 새
내각 구성
• 2016. 1.      주이란사우디대사관 공격 사건 이후 사우디와 함께

Kingdom of Bahrain

이란과의 외교 관계 단절 선언
• 2016. 6.     바레인 최대 야권단체 알 위파크(Al Wefaq) 폐쇄 결정
• 2016. 7.       바레인 시아파 종교지도자 이사 카심(Isa Qassim) 추방 결정
• 2017. 6.     사우디, UAE 및 이집트와 함께 카타르가 이란의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타국의 내정을 간섭한다며 단교 선언
• 2017. 11.     바레인 수도에서 15km 떨어진 부리(Buri) 지역에서 이란
배후 반군단체가 바레인-사우디를 연결한 송유관 폭발
테러 감행

2020 바레인 개황

• 2018. 4.      신규 유전 발견 (석유 800억 배럴 및 가스 10~20조 입방피트 규모 예상)
• 2018. 8.      경제, 인프라, 정부 성과, 재정, 입법, 서비스 부문에 대한
2019-2022 국가행동계획(Government Action Plan)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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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 2018. 11.      제5대 의회 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선거 동시 실시
• 2019. 6.       중동 평화를 위한 팔레스타인 개발계획을 논의하는
‘번영을 향한 평화(Peace to Prosperity) 워크숍’ 개최
• 2020. 3.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공항 및 바레인~
사우디를 잇는 연륙교를 차단하는 등의 봉쇄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점차 완화
• 2020. 9.       이스라엘과 평화협정(Declaration Supporting Peace) 체결

4. 정치 제도

가. 권력 구조
• 국왕 중심의 입헌군주제(Constitutional Monarchy)
• 1783년부터 알 칼리파 가문이 바레인을 통치, 동 왕가 계열이 총리·
외무·내무·국방 등 국가의 요직을 담당
1) 국왕

• 장자 세습제로서 현 하마드 국왕은 1999.3월 즉위하였으며, 그의
아들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를 왕세자로 책봉
2) 내각

•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을 국왕이 임명하며, 2020.11월 세계
최장수 총리로 재임(1970~2020)한 칼리파 총리의 서거로 살만 왕세자가
총리로 임명됨(202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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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부

• 1992년 이래 자문회의(Shura Council)가 국정을 보좌해 왔음.
• 2001년 국민헌장 선포 및 국민투표로 양원제를 운영하기로 결정
- 상원격의 Shura Council은 국왕이 임명하는 임기 4년의 위원
40명으로 구성
- 하원격의 Representative Council은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 4년의
위원 40명으로 구성
• 2018.11월 하원 의원(40명)과 지방의회 의원(30명)을 선출한 총선 실시
- 하원은 Northern Governorate (12명), Southern Governorate (10명),
Muharraq Governorate(8명), Capital Governorate(10명) 등 40명
으로 구성
- 지방의회 의원은 Northern Governorate (12명), Southern Governorate
(10명), Muharraq Governorate (8명) 등에서 30명이 선출되며, Capital
Governorate (10명) 의원은 국왕이 지방의회 의원 역할을 하는

Kingdom of Bahrain

Capital Governorate 이사회 (Capital Trustees Board)를 임명
• 차기 제6대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2022년 하반기 실시 예정
4) 사법부

• 민법·상법·형법을 담당하는 Civil Law Courts와 무슬림들의 상속·
결혼 등 이슬람 율법을 담당하는 Sharia Law Courts가 있음.
하급 법원(민법·상법 담당)과 중급 법원(형법 담당), 고등상소법원, 최종심인
파기원 등으로 구성됨.

2020 바레인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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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 각부
• 총리(1), 부총리(4) 및 장관 18명으로 구성
-  내각담당부(Ministry of Cabinet),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National

Economy),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수·전력부(Ministry of Electricity
and Water),
Endowments),

이슬람·법무부(Ministry of Justice, Islamic Affairs and
공공사업·도시계획부(Ministry of Works, Municipalities,

and Urban Planning),
Development),

노동·사회개발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

cations), 주택부(Ministry of Housing), 국회담당부(Ministry of Parliament),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청소년·스포츠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
Affairs), 국방부( Ministry of Defence Affairs), 산업통상관광부(Ministry of
Industry, Commerce, and Tourism),

공보부(Ministry of Information Affairs),

석유부(Ministry of Oil)
• 국정자문기구(5개 부문)
-  보건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for Health), 여성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for Women),

환경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for Environment),

청소년·스포츠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for Youth and Sport),
이슬람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for Islamic Affairs)

다. 지방 제도
• Capital Governorate(수도 마나마), Northern Governorate, Southern
Governorate, Muharraq Governorate의 4개 행정구역으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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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의 행정구역

Capital
Governorate

①
Muharraq
② Governorate

붃Northern
Governorate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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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rn
Governorate

대내외 정세
1. 정치 정세
2. 대외 관계
3. 경제 현황
4. 국방 관계
5. 사회·문화

II

1. 정치 정세

가. 역사 이전
• 1999년 이사 국왕의 서거 이후 즉위한 하마드 국왕은 자신의 아들인
살만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2002년 국왕의 지위를 ‘Emir’에서 ‘King’
으로 승격, 왕실의 권위를 격상하는 조치를 취함.

Kingdom of Bahrain

하마드 국왕

살만 왕세자

• 무슬림 시아파가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수니파의 왕가가 집권해 오면서, 동 왕가의 장기 통치 및 국가 핵심
요직 장악에 반대하는 반정부 정서가 정국 불안을 야기
•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바레인에서도 2011.2월 정부 선출, 시아파에
대한 차별 철폐 및 정치·경제 참여 확대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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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도심 진주광장 점거 농성)가 발생했으나 3.16 국가비상사태가 선포
되고, 사우디를 주축으로 쿠웨이트·UAE 등이 참여한 GCC 연합
반도방위군이 파견되어 시위 진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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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6월 국가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바레인 독립조사위원회 (Bahrain Independent
Commission of Inquiry, BICI)가

설립됨. 사법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 시위 관련자들에 대한 복권 등을 권고하는 BICI 보고서가
2011.11월 하마드 국왕에게 제출된 이래로 정부는 BIC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여러 개혁 조치를 실행 중이나, 정치 수감자 석방 등
더 적극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크고 작은 시위가 간헐적으로 발생
대내외 정세

• 2011년 BICI 발족 후 독립적이고 공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시위 관련 불법행위자 조사 등을 권고하는 등 국민화합과 내정
안정에 진력하였으며, 2012. 5월 의회의 권한 확대 및 하원의 위상
강화 내용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 통과
• 2014.9월 살만 왕세자는 부왕에 대한 공개서한 형식을 통해 2012년
중단된 범국민대화 재개를 위한 5개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하마드
국왕은 하원 선거 실시 및 지역구 재편(5개→4개)을 골자로 하는 국왕
칙령을 발표
• 2015년 바레인 정부는 지속되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각 및 정부 조직 개편 ▲휘발유 가격 60%
인상(2016) 등 광범위한 긴축재정에 돌입하였으며, 외국인·자국민 중
2주택 이상 보유자,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수도 보조금도 2016.
3월에 폐지하는 등 긴축재정 정책 강화
• 2016.6월 바레인 최대 야권 단체 알위파크 폐쇄 결정, 2016.7월
시아파 종교 지도자 이사 카심의 국적 박탈 및 2017. 1월 시아파
수감자 3명을 처형하는 등 소수 수니파 정권 안정을 위한 對시아
강경 노선 유지
• 2017.6월 바레인은 사우디, UAE 및 이집트와 함께 카타르가 이란의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타국의 내정을 간섭한다며 단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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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1월 바레인 수도에서 15km 떨어진 부리 지역에서 이란 배후
반군단체가 바레인과 사우디를 연결하는 송유관 폭발 테러 감행
• 2017. 11월 바레인은 미국과 방위협력을 연장하고, F-16 전투기 구매
등 10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에 합의하며 친미 정책을 지속 추진
• 2018.4월 신규 유전 발견 (석유 800억 배럴 및 가스 10~20조 입방피트 규모
예상)에

따른 세부 분석 및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개발까지는 상당기간 소요 예상
• 2018.8월 경제, 인프라, 정부 성과, 재정, 입법, 서비스 부문에 대한
29개 정책과 106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국가행동계획(GAP) 수립
• 2018.11월 제5대 하원 의원 40명과 지방의회 의원 30명을 선출하는
총선 실시. 하원 의원 중 6명만이 특정 정파 소속이고 나머지는
무소속이며 하원 선거에서 6명, 지방선거에서 4명의 여성 의원
당선으로 선거 사상 가장 많은 수의 여성 의원 배출

Kingdom of Bahrain

• 2019.6월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평화 비전 중 경제 분야에 해당하는
‘번영을 향한 평화 (Peace to Prosperity) 워크숍’ 개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국민 권리 증진과 경제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안 도출
• 2020.3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국제공항 및 바레인~사우디를
잇는 연륙교를 차단하는 등의 봉쇄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 조치 시행
• 2020.9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체결 ▲외교관 및
특별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외교부 간 협력 ▲항공서비스
협력 ▲통신, 정보기술 및 우편 서비스 협력 ▲상공회의소 간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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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문 협력 ▲재무부 간 협력 ▲중앙은행 간 협력 등 8개 부문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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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전망
• 바레인은 화석연료 자원 매장량은 적으나 석유산업 비중이 GDP의
약 18%로 국제유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2008년 비석유 부문
강화 및 경제구조 다변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비전 2030’을 수립하고
만성적 재정적자 해소를 통한 경제 체력 강화를 추구 중
• 2018.10월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 협력국은 바레인의 재정
대내외 정세

안정화를 돕기 위해 대출, 예치금, 증여 형태로 2018~2022년 5년간에
걸쳐 100억 달러를 바레인측에 제공하고 아랍통화기금(Arab Monetary
Fund)이

자문 역할을 담당하며, 바레인 정부는 동 100억 달러를

공공부채 상환, 재정적자 해소에 투입하기로 합의
- 바레인은 재정균형계획(Fiscal Balance Programme)을 통해 ▲공공지출
감축 ▲정부 지출 비효율성 제거 ▲행정 절차 단순화 및 비석유
부문 수입 증대 ▲공무원 명예퇴직 장려 ▲각종 보조금 제도 정비
▲수전력부 지출 및 수입 간 균형 달성 등의 목표를 발표
• 2020.9월 이스라엘과의 수교에 합의한 것에도 나타나듯 향후 실리  
추구 대외정책을 유지하며 해외투자(FDI)를 통한 비석유 부문 육성과
재정 안정화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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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 관계

가. 외교정책 기조
• 친미·친서방 정책을 추구
- 전통적으로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미국과 영국에 크게 의존
• 걸프협력이사회(GCC : Gulf Cooperation Council)의 일원으로 이 지역 내
국가들과의 안보·경제 협력 강화 추진
- 특히 경제·안보 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크게 의존
※G
 CC는 이란 혁명(1979)이 걸프의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결성(1981)

GCC 개요

2020 바레인 개황

Kingdom of Bahrain

• 명칭 :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 회원국 :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6개국)
• 총인구 : 5,900만 명 (사우디가 최대: 3,500만 명)
• 창설 : 1981.5.25 (사무국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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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정세

• 조직 : 정상회의 (매년 12월), 각료회의(수시)
- 사무총장 : 3년 임기로 1회 연임 가능
※ 현 사무총장 : Nayef Al-Hajraf (쿠웨이트 국적)
• 경제 규모(2019) : GDP 기준 세계 12위
※ 한국 1조 6,500억 달러, GCC 1조 6,600억 달러 (World Bank)
• 전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급 지역 (석유 30~35%, 가스 25%)
•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08.7월 한-GCC FTA 협상 개시
※ 제3차 협상(2009.7월) 후 현재 잠정 중단 상태
- 한-GCC 교역 규모(2019) : 약 672억 달러
- 對GCC 건설 수주(2019, 누계) : 약 3,172억 달러 (전체 해외 수주액의 37%)
- 對GCC 원유 도입(2019) : 약 390억 달러
- 對GCC LNG도입(2019) : 약 93억 달러
- 교민 현황 : GCC 6개국에 약 2만 3,000명

• 바레인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간 문제 해결을 위한 2국가 해법안
지지

나. 주요 대외 관계
1) 미국

• 1990년 걸프전 이후 대미 안보 의존 관계 심화
- 1991.10월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체결
- 2002년 미국이 바레인을 주요 非나토 동맹국(MNNA)으로 지정
-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가 바레인에 주둔(8,500여 명의 미 해군 및 동반
가족 거주)

• 바레인은 시아파 인구를 통한 이란의 영향력 확장을 우려하여 미국
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미국도 이라크·이란 등과 인접한
바레인에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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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9월 미국-바레인 간 FTA 체결로 경제 관계도 강화
• 그러나 미국이 2011.2월 반정부 시위 이후 바레인 정부에 대해
야권의 개혁 요구 수용을 종용, 여권 일각에서 미국이 바레인 내정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비난이 종종 제기됨.
• 2014년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역내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바레인을 포함한 미국과 GCC 국가들의 안보협력 필요성이
증대, 바레인 공군이 미군 주도 對ISIS 공습에 참가하는 등 바레인미국 간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바레인의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의 우려의 목소리는 약화된 것으로 관측됨.
• 2017.11월 살만 왕세자 미국 방문 계기, 방위조약 연장
• 2020.6월 미 국무부는 2020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3년 연속
바레인을 1등급(Tier 1) 국가로 평가
- 바레인은 2001~2002년과 2007년에 3등급으로 평가된 이외에는
2002 ~2017년간 줄곧 2등급 또는 2등급 watch list로 평가되어

Kingdom of Bahrain

왔으며, 2018년부터 1등급으로 강화
- 바레인은 ▲국가 단위 인신매매 범죄신고센터 운영 ▲인신매매
범죄에 연루된 자국민과 공무원에 대한 형사소추를 하였으나,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의 주원인이 되어 온 고용주 보증
(sponsorship)

제도 등은 계속 운영 중

2) 영국

• 1861년 영국과 보호령 조약 체결 이후 1971년 독립 때까지 영국
보호령

2020 바레인 개황

• 독립 이래 지속적으로 매우 우호적인 관계 유지
- GCC 국적 국민 이외 유일하게 영국인만 재입국 허가 절차 없이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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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월 새로운 방위협력협정(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체결
- 2016년 양국 외교 관계 수립 200주년을 기념, 11월에는 영국 찰스
왕세자 내외가 바레인을 방문하는 등 양국 간 우호관계 지속 유지
3) 중국·일본

• 중국은 바레인의 주요 수입 교역국으로서 경제·통상 협력 강화 추진
- 바레인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 대표단은 2015.9월 중국을
대내외 정세

방문, 샤먼(Xiamen)시에서 개최되는 투자 및 무역 박람회에 바레인관
개장, 샤먼시와 수도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중국의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전개  
- 바레인 EDB 대표단은 2018.11월 바레인-중국 경제포럼 및 중국
하이테크 박람회에 참석하고, 화웨이(Huawei) 연구소 등 첨단기술 관련
시설 시찰 및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분야에서 8개 협력 MOU 체결
• 일본은 바레인의 주요 통상국으로 경제·통상 관계 공고
- 바레인경제개발위원회(Bahrain Economic Development Board)가 도쿄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Japan Bahrain Economic Cooperation
Association (JBECA)가 양국 간 통상 증진을 위해 활동
- 2012. 4월 하마드 국왕 일본 방문
- 2013. 3월 살만 왕세자 일본 방문
- 2016.12월 양국 제4차 안보회담 도쿄에서 개최
- 2019.10월 살만 왕세자, 일왕 즉위 기념식 참석차 일본 방문
※바
 레인-일본 왕실 간 긴밀한 관계 유지

4) 아랍 이슬람 국가와의 관계

• 이란·카타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랍 이슬람 국가들과 우호 관계 유지
• 카타르와는 하와르 도서 분쟁이 있었으나, 2001년 국제사법 재판소의
중재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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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GCC FTA에 대한 논의 등 GCC 차원의 對EU 협력 강화 추진
• 2017.6월 바레인은 사우디, UAE 및 이집트와 함께 카타르가 이란의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타국의 내정을 간섭한다며 단교 선언
- GCC를 제외한 회원국 간 경제·국방 협력 강화 추진
5) 이란

• 이란은 19세기부터 바레인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오다가 1970년
바레인이 이란 귀속을 원치 않는다는 UN 보고서에 이란이 승복,
전통적으로 양국 간 긴장 관계
※바
 레인은 1601~1783년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음.

- 바레인은 자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란계 시아파(전 인구의
60%)의

영향력을 우려,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 2009. 2월 이란이 다시 바레인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바레인과 GCC의 강력한 이의제기에 이란 대통령이 바레인 국왕
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유감 적극 표명

Kingdom of Bahrain

• 특히 2011년 바레인 시위 발생시, 바레인 정부는 시아파 시위대를
지원하는 이란의 내정간섭 및 왜곡된 언론보도를 강력 비판
※당
 시 바레인 정부는 항의 표시로 주이란 바레인대사 소환

- 현재까지도 종파 차별 철폐 및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시아파
(전 인구의 60%)

세력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

• 2015.10월 바레인 정부는 이란이 자국 내 불법 테러단체에 TNT를
포함한 고성능 폭발물, 자동소총 등의 무기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테헤란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고, 주바레인 이란대사대리를

2020 바레인 개황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로 선언, 추방 결정
• 2016. 1월 바레인 정부는 주이란사우디 공관에 대한 공격 발생 이후,
이란의 GCC 국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내정간섭, 테러리스트에 대한
훈련 및 무기 공여 등을 이유로 외교 관계 단절 선언, 테헤란 주재
자국 대사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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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5 + 1 과 이란의 핵협상(2015.7월) 관련, 바레인을 포함한 GCC 회원국
들은 우선 동 협상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GCC는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란이 안보리 결의 제2231호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이란의 잠재적인 핵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으며, 양측의 종파(수니/시아) 갈등 및 역내 패권 경쟁으로
인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7. 11월 바레인 수도에서 15km 떨어진 부리 지역에서 이란 배후
대내외 정세

반군단체가 바레인-사우디를 연결한 송유관 폭발 테러
- 2017.12월 바레인 국가방위군(BDF) 사령관 암살 시도
• 바레인은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와 경제·안보 측면에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란에 대한 사우디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적대적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3. 경제 현황

가. 경제 동향
• 2000년과 2008년 사이의 유가 상승과 금융산업 성장에 힘입어 연
평균 6%의 높은 GDP 성장률을 보임. 2009년에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GDP 성장률이 3.1%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2010년 관광·
제조·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GDP 4.5%의 성장세 회복
• 2011년 반정부 시위의 여파로 GDP 성장률이 2%에 그쳤으나, 2012년
에는 포뮬라원 그랑프리 개최 등으로 관광 부문에서의 회복세가
돋보여 실질 3.4% GDP 성장률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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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반정부 시위 이후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정을 돕기 위해 GCC
외교장관들이 GCC 개발기금을 창설해 바레인과 오만에 대해 향후
10년간 총 100억 달러의 무상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
- 쿠웨이트가 10년간 매년 2억 5천만 달러씩, Abu Dhabi Fund for
Development (ADFD)가 2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정하여, 동
지원금이 제공되면 저소득층을 위한 대규모 주택과 복지시설 건설,
인프라 확충 등의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
• 바레인경제개발위원회(EDB)는 2008.10월 경제개발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비전 2030(Economic
Vision 2030)’을

발표

- ‘경제비전 2030'은 지속가능성, 경쟁력, 공정성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고용, 교육, 건강 서비스, 사회복지, 환경보호 등 분야별
정책 추진 과제를 담고 있으며, 이는 석유와 가스 의존성을 탈피하고
관광, 금융, 교육, ICT의 발전으로 다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Kingdom of Bahrain

•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지속 하락함에 따라 바레인 정부는 각종 보조금 폐지, 개별소비세
도입 등을 통해 긴축재정에 들어가는 한편,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투자 활성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
- 세수 증대를 위해 2016.1월 휘발유 요금 60% 인상, 2016.3월
외국인, 대기업, 2주택 이상 소유 바레인인을 대상으로 인상된 전기·
수도 요율 적용, 개별소비세 (2017.12월), 부가세 (2019.1월) 도입 등을
발표하였으며, 2016년 외국인(법인)의 100% 기업 지분 인증을 허가
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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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경제정책
• 2008년 공공 분야 경쟁력 강화 및 민영화 정책을 골자로 한 국가경제
중장기 발전계획 ‘바레인 경제비전 2030 (Bahrain Economic Vision 203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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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고 교육, 노동, 비즈니스, 연수 및 훈련 등 분야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민 고용증대정책(Bahrainization)을 통해 자국민 실업률
해소를 위해 노력
• 정부의 주 수입원은 석유 및 석유제품, 가스로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바, 장래 석유 및 가스 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비석유 부문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다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대내외 정세

• 금융산업 육성
- 금융산업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역외금융에 종사하는 외국
금융기관 유치, 이슬람 금융 육성 등 금융 허브를 추구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이 GDP의 약 16.5% (2019, 바레인 전자정부청) 차지
• 외국인을 위한 비즈니스 우호적 환경 조성 노력
- 2016.7월 바레인 내각은 ▲외국인(법인)의 100% 기업 지분 획득 승인
▲외국인(법인) 활동 제한 분야 완화 등을 포함한 기업법 개정안 공표
※기
 존 바레인 기업법(2001 No. 21)에 따르면 바레인 내 외국인(법인)의 지분
참여를 49%로 제한하고, 바레인의 지분 참여를 51%로 의무화함.

-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외국인(법인) 지분 참여 확대(49%→100%) : (해당
업종)

숙박, 요식, 행정서비스, 관광·레저, 예술, 보건, 사회복지, 정보

통신기술, 제조, 채굴, 과학·기술, 부동산, 상수도 사업 ② 외국인(법인)
활동 제한 분야 완화 : 외국인(법인) 회사 설립 기준 완화, 공개 입찰
형식을 통한 외국인(법인)의 국내 파산기업 인수 가능 등
• GCC 회원국 간 경제통합을 통한 역내 공동시장 창설 추진
- GCC 6개국 중 어느 한 국가에 물품이 도착, 통관된 후에는 최초
통관국과 물품의 최후 목적국이 다르더라도 별도의 관세를 부과
하지 않는 ‘One Point Entry System’ 제도 운영
- 5% 공통 관세 원칙(술, 담배, 일부 회원국별 보호관세 품목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은
공통적으로 5%의 관세 부과)

시행

- 화폐통합은 국가 간 이견으로 논의가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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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산업 육성
- 허가된 호텔·음식점 등에서 주류 판매
- F1 자동차 경주 및 각종 산업 전시회 등의 국제 행사 유치
- 2016.4월 「브랜드 바레인 이니셔티브」 발표 :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러시아 등 주요 도시에 관광사무소 개설, 교육·의료관광 개발  
등 관광 프로그램 개발
- 2016.7월 호텔·커피숍 대상 봉사료 부과(Service Charge) 금지 조치 :
호텔 및 관광지 내 음식점·커피숍 등 정부의 인증을 받은 곳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봉사료 부과시 최대 BD 10,000 (약 2만 6,000
달러) 벌금

부과

- 2019.8월 10만㎡ 규모의 수중테마공원(Dive Bahrain) 건설
- 2020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신공항 현대화 건설 프로젝트(11억 달러
규모)를

추진하여 오픈 예정

다. 예상 경제 지표

Kingdom of Bahrain

구분

2020

2021

2022

2023

GDP 실질성장률

-5.3%

2.2%

2.3%

1.5%

석유 생산 (천 b/d)

180

190

192

198

석유 제품 수출 (백만 달러)

5,697

6,679

8,355

9,549

인플레이션율 (소비자물가)

-2.1

1.0

1.9

3.5

수출

12.8

14.5

17.7

19.3

수입

13.8

14.4

17.6

18.7

계

26.6

28.9

35.3

38.0

외채 (10억 달러)

69.2

71.4

75.7

76.0

경상수지 (10억 달러)

-4.2

-2.6

-1.1

-1.1

상품 교역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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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IU, 2020.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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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문별 경제
1) 공공부문

• 국회는 2020년 예산안 총액 78.2억 달러 및 재정 지출 94.2억 달러를
승인한바, 재정적자는 16억 달러로 예상됨.
- 바레인 정부는 지난 10년간 적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미흡한
성과를 언급하며 재정안정화(Fiscal Balance) 프로그램을 통한 적자
대내외 정세

감소 및 국민복지 향상이 예산의 최우선 집행 기준이라고 설명
• 바레인은 법인세·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정부 재정의 약 80%가 석유·
가스로부터 충당함에 따라 정부는 재원을 다각화하고 보조금을 점차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2) 해외 자본 유치

• 바레인 정부는 해외투자 유치를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하나로 정함.
- 상공부는 국제투자단지(Bahrain International Investment Park)를 설립,
동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GCC 국가 시장 진출시 무관세,
100% 외국인 소유권 인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해외직접투자
(FDI)에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함.

- 재정경제부는 식품가공업과 알루미늄 후속공정(downstream) 산업
에서 FDI를 유치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두 분야에서의 투자
진흥을 꾀하고 있음.
- 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는 케미컬, 플라스틱 제조,
음식가공업 분야에서 유럽(특히 독일) 국가들과 미국으로부터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집중해 왔으나, 점차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국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바레인 정부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자국민 고급 인력 창출을
추구하고 있으며, 실례로 독일 케미컬회사 BASF는 국제투자단지에

35

지사를 설립하면서 바레인 국민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약속함.
• 바레인은 2017년 14.2억 달러, 2018년 15.2억 달러에 이어, 2019년
9.42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 총 투자
유입액 중 ICT 부문이 54%를 차지하고 관광, 물류, 금융 순임.

국제투자단지

Kingdom of Bahrain

• 자유토지보유 무역지대(Freehold Trade Zone) 출범
- 2016.9월 바레인 공공사업·도시계획부는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3억 1,200만 달러 규모의 자유토지보유 무역지대 ‘Investment
Gateway Bahrain’ 프로젝트 출범 발표
- 바레인 북동부 연안 히드(Hidd) 지역에 설립된 자유토지보유 무역
지대는 300개 구역으로 이루어진 총 6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
단지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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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업

• 바레인은 석유 고갈에 대비해 일찍부터 금융 부문을 육성하여   
금융산업이 GDP 기준 16.5%로 비석유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금융 종사자는 약 1만 4,300명으로, 정부의 집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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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정책으로 금융계 종사자 중 자국민 비율이 66% 수준이며,
2020년 기준 약 400개의 금융기관이 등록되어 있음.
• ICD-Thomson Reuters의 IFDI (Islamic Finance Development Indicator)
상으로 2019년 이슬람 금융시장에서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 2위
(조사 대상 131개국)에 오른 바레인은 이슬람은행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총 52개의 이슬람 금융기관과 25개의 이슬람은행 보유
대내외 정세

• 이슬람 금융의 국제 기준을 만드는 데 가장 적극적이며, 샤리아에 부합
하는 이슬람 금융의 기준을 제시하는 AAOIFI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와

같은 세계적 이슬람 금융

관리 감독기관이 소재하는 바레인은 샤리아 기준과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 상품을 어떻게 조합시킬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주요 역할
담당
4) 관광업

• 바레인은 서구 문화에 관대하고 전반적으로 개방적인 분위기를 바탕
으로 관광 및 레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음. 정부는 관련 당국과
민간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 관광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통해 관광
산업의 육성에 매진하고 있음. 크루즈 관광이나 국제 스포츠 이벤트,
생태관광을 중심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시회나 국제회의 유치에도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2019년
바레인 방문객은 1,100만 명으로 GDP의 6.5%를 차지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문화 행사, 국제회의, 산업전시회
등이 취소되었으나 바이러스 진정 국면에 따라 바레인 F1 대회를
재개하는 등 관광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바레인은 특히 음주와 오락이 가능해 사우디인 등 외국인들이
주말마다 연륙교(Causeway)를 통해 꾸준히 바레인을 방문 (2019년 방문객
1,100만 명 중 900만 명이 연륙교 이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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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FI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 바레인은 관광 부문 성장을 위해 ‘Ours. Yours. Bahrain’이라는
슬로건 아래 영국, 프랑스, 인도, 독일, 러시아 등 주요 도시에 바레인
관광 촉진 및 홍보를 위해 6개의 지사 설립
5) 노동인력의 현지인화(Bahrainization)

Kingdom of Bahrain

• 바레인의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53%인 데 비해 고용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약 76%로, 바레인 정부는 1996년 이래로 자국민
고용 우선 정책 (Bahrainization)을 추진해 옴.
- 바레인은 자국인 고용 촉진을 위해 산업·규모에 따른 자국민 고용
비율을 두고 있음.
- 바레인 사회보험기관(Social Insurance Organization)에 따르면, 2020.
2분기 총 근로자 수는 60.1만 명 (자국인 14.4만 명/외국인 45.7만 명)
• 업종별로 자국민 고용 쿼터를 지정해 일정 비율의 자국민 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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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하고, 회사가 외국인 고용시 한 명당 매달 10 바레인 디나르
(약 26달러)의

외국인 노동자세를 노동시장규제청 (LMRA, Labour Market

Regulatory Authority)에

지불하도록 하여, 징수된 세금으로 자국민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장려 기관인 Tamkeen의 예산으로
충당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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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5월 LMRA는 자국인화 정책에 명시된 쿼터를 초과하여
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기를 원하는 고용주에게 초과 고용 외국인
노동자 한 명당 200  바레인 디나르 (약 530달러, 2년 노동비자 발급 기준)의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
• 그러나 일부 업종에서는 쿼터에 비해 그 분야에 숙련된 바레인
노동자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단순히 쿼터를 채우기 위해 숙련된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자격미달인 바레인인을 고용하는 사례가
대내외 정세

많이 생기면서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여 현지인화 정책이 여러
차례 수정되어 옴.
• 2020.10월 바레인 국회는 자국민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 지분 5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 담당자를 자국민으로 한정하고, ▲자국민
고용 비율을 95% 이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 중

4. 국방 관계

가. 개요
1) 정규군

• 국군 병력 : 18,200명 추정 (육군·해군·공군)
• 전투 능력 : 미국·영국산 무기로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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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군사 요원

• National Guard 2,000명, 경찰 9,000명, 해안경비대 및 왕실 경호대
1,160명 등

나. 국방 개혁 및 전력 증강
•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 주도로 실시하는
국제기뢰대항전 (International Mine Countermeasures Exercise) 등 각종 연합
군사훈련 진행
• 2017.11월 바레인은 미국과 방위협력 연장에 합의하고, F-16 전투기
구매 등 10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을 체결하며 친미 정책을 지속
추진 중

Kingdom of Bahrain

바레인 군인

• 바레인은 2017년부터 격년으로 방위산업전시회(Bahrain 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and Conference)를

개최하며 방위산업 관련 최신 정보

및 기술을 공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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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월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목적으로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바레인을 비롯한 알바니아, 호주, 사우디,
리투아니아, UAE, 영국 등이 활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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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정세

바레인 주둔 미 해군 제5함대

5. 사회·문화

가. 교육
• 기본 무상 교육
- 장기간의 영국 보호령으로 인해 영국식 교육 시스템이 발달하였으며,
영어가 널리 통용됨.
- 문맹률은 약 2.4% (2019)이며, 여성들의 문맹률이 주변의 아랍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낮음.
• 6년제 초등학교, 3년제 중학교, 3년제 고등학교 등 3단계로 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대학은 University of Bahrain, Bahrain
Polytech, College of Health Sciences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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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국립대학교

나. 언론
• Bahrain Radio and Television Corporation은 1971년 설립된
국영방송사로 7개의 TV 채널과 13개의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며,
공보부 소속으로 Bahrain News Agency가 있음.
• 주요 언론으로 Gulf Daily (영자지), The Daily Tribune (영자지), AlAyam, Akhbar al-Khaleej, Al Wasat 등이 있음.

Kingdom of Bahrain

• 언론은 민간 소유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다. 종교
• 이슬람 율법 준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외국 문화 및 종교에 대해
매우 개방적임. 전체 인구의 약 70%가 이슬람(수니파 40% : 시아파 60%)
신자이며, 기독교 14.5%, 힌두교 9.8%, 불교 2.5% 순
- 바레인의 첫 로마 가톨릭 교회는 1939년 건립되었고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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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기독교 교회가 등록되어 있음. 또한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아라비아 성모성당 (Our Lady of Arabia Cathedral)을 건립 중
(Awali 지역)

- 걸프 지역 중 유일하게 유대교 회당이 있으며, 1930년대 당시 1,500명
규모의 유대교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 30여 명이 거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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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힌두 사원 (1959년 설립)이 마나마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원은 걸프 지역 최초로 건립된 사원으로 유명하며, 바레인
거주 불교인(Buddhist Community Centre Bahrain)들은 바레인 명상회관
(Bahrain Meditation Center)에서

예배와 참선을 수행

라. 문화
대내외 정세

• 아랍과 페르시아, 서아시아 문화 등이 혼재되어 있음. 기본적으로는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고 있으나 사우디 등 인접국에 비해 개방적인
사회임.
• 중동 걸프 국가들 중에서는 비교적 콘서트, 스포츠, 문화 행사 등이
빈번히 행해지는 문화 중심지로, 문화 행사에는 서양의 대중예술
공연, 발레나 오페라단 순회공연, 아랍 음악 스타의 공연, 국제적으로
유명한 배우들의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개최 등이 포함됨. 바레인
정부는 2006년 이래로 매년 ‘문화의 봄 (Spring of Culture)’을 개최해
음악회, 전시회, 연극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선보임.
• 부유층은 전통 스포츠인 매·가젤·산토끼 사냥, 말·낙타 경주를 즐김.
• 바레인 정부는 전통문화 보존과 진흥을 위해 무하라크(Muharraq) 지역
민속마을 복원, 바레인 요새 (Bahrain Fort)의 역사적 고증, 전통 배인
다우(Dhow) 보트, 수공예품, 도기, 직물 같은 공예품 제작 지원 등의
다양한 노력을 경주함.
• 바레인의 전통예술에는 천연 염색인 헤나(Henna)라는 것이 있는데,
아랍 민속문화에서 여러 가지 의식 때 여성의 손과 발을 치장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됨. ‘헤나의 밤’은 결혼 전야 중요한 의식으로
신부의 부모가 헤나 디자이너를 불러 신부의 손과 발에 아름다운
문양을 그리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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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봄’ 시기 다양한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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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국립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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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원 및 산업 현황
1. 석유 및 정유 산업
2. 가스 산업
3. 알루미늄 산업
4. 석유화학 산업
5. 전력 산업
6. 신재생에너지
7. 제조업
8. 건설업
9. 해상연륙교 및 항만
10. IT 및 통신
11. 금융업

III

12. 농업 및 수산업

1. 석유 및 정유 산업

가. 석유 산업
1) 원유 매장량 및 생산 능력

• 바레인의 유일한 육상 유전인 아왈리(Awali) 유전의 매장량은 1억
2,900만 배럴(2017.12월 기준)로 석유 생산량이 일평균 약 4.5만 배럴
- 사우디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해상 유전인 아부 사파(Abu Saafa)
유전의 매장량은 61억 배럴로, 바레인은 이 유전의 석유 생산량
30만 배럴/일 중 50%인 15만 배럴을 공급받음.
- 2019년 일평균 20만 배럴(바레인 4.3만 + 아부 사파 16.4만)의 원유를 수급
2) 유전 탐사

Kingdom of Bahrain

• 바레인은 2018.4월 서쪽 해안에서 예상 석유 매장량 800억 배럴 및
10~20조 입방피트 규모의 가스 매장량을 발견, 유전에 대한 세부
분석 및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생산성을
감안하여 개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북부 영해 지역에서도 Eni, Total 등과 협력하여 탐사 작업 지속
추진
3) 석유 업무 관장 기관

• 2005년 설립된 석유가스청 (NOGA: National Oil & Gas Authority) 산하에

2020 바레인 개황

석유 및 가스 관련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하는 NOGA Holdings를
두어 바레인 석유 개발 사업을 담당
• 정부는 1999년 말 국영 Bahrain National Oil Company (Banoco)와
국영 Bahrain Petroleum Company(Bapco)를 Bapco사로 합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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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Bapco는 바레인의 원유 시추부터 정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석유
관련 산업을 망라하게 됨.

나. 정유 시설
1) 바레인 국영 석유사 현대화 프로젝트

• 바레인은 일일 정유 용량 27만 배럴에서 36만 배럴로 확대하기 위해  
42억 달러 규모의 국영 석유사 Bapco (바레인 동부 Sitra에 위치)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삼성엔지니어링, 이탈리아 테크닙, 스페인
TR 공동 컨소시엄으로 수주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
※B
 apco : 바레인 국영석유종합회사로, 1929년 바레인 내 석유 탐사 활동을 위해
캐나다 Socal사와 협력하여 설립

주요 자원 및 산업 현황

2. 가스 산업

가. 가스 매장 및 생산량
• 바레인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5.8Tcf (BP)이며, 아왈리 가스전에서
2019년 일평균 87만 8,870Bcf/d의 천연가스를 생산. 생산된 가스는
모두 자국 내에서 소비되며 주로 발전 및 국영 알루미늄 생산 기업
ALBA에 공급하고 있음.

나. 바레인 해상 LNG 수입 터미널 사업
• 히드(Hidd) 산업단지로부터 4.3km 떨어진 해상에 LNG선, 부유식
LNG 저장 선박, LNG 기화 설비 등을 설치,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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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기지에 가스를 공급하는 해상 LNG 수입 터미널 사업을 2015.
12월 삼성물산이 수주(6.5억 달러)하고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여
시운전 중 (2020년 하반기)
- 일일 최대 8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다. 바레인국립가스회사(Banagas)
• Banagas는 가스액화 플랜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75%의 지분을
바레인 정부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25%의 지분은 사우디의 Arab
Petroleum Investments Corporation과 미국 Caltex사가 각각 50%
보유
• Banagas는 일일 3,000배럴의 프로판 (Propane), 3,200배럴의 부탄
(Butane),

4,500배럴의 나프타(Naphtha) 생산 능력을 보유

Kingdom of Bahrain

3. 알루미늄 산업

가. 현황
• 바레인의 알루미늄 제련업은 실질GDP (2019년 기준)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 산업 다음의 주요 수출업임.  

2020 바레인 개황

• 바레인의 알류미늄 산업에는 Alba (Aluminum Bahrain)와 Balexco (Bahrain
Alum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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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mco (Gulf Aluminum Rolling Company) 3개 회사가 참여

나. Alba사
• 1968년 설립된 중동 최초의 알루미늄 제련소로, 제6차 생산 라인
확장(Line 6 Expansion) 프로젝트 출범(2019.11월)으로 연간 총 150만 톤의
생산 가능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
- 주 생산 제품은 알루미늄 잉곳(Ingot: 금속 또는 합금을 녹인 다음 주형에 흘려
넣어 굳힌 것)

- 바레인 정부, 사우디 공공투자기금, Breton Investment사가 각각
Alba 지분의 77%, 20%, 3%를 소유하고 있음.
- 현재 알루미늄 산업 종사자는 약 5,000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3,000여 명이 Alba에서 근무 중. Alba 직원의 90%는 자국민

다. 알루미늄 파생 산업 현황
• Balexco사는 GCC 지역에서 최초로 1977년도에 설립된 알루미늄
주요 자원 및 산업 현황

제품사로 연간 3만 톤의 각종 봉재, 선재 등을 생산(직원 200명 규모)
• Middle East Aluminium Cable (Midal Cable)은 1977년 설립되었으며
알루미늄 선재 (Wire rod) 또는 전도체 (Electric conductor)를 생산하며,
Intersteel (바레인)사와 Olex Cable(호주)사 합작투자로 설립
• Garmco는 연간 16만 5,000톤의 다양한 두께와 합금의 냉간압연
알루미늄 시트롤을 생산하고 있음. 바레인 정부, 사우디 Sabic(Saudi
Basic Industries Corporation)

등이 공동 소유(직원 600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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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유화학 산업
가. 현황
• 알루미늄 다음으로 바레인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중공업 분야로,
주요 회사로는 Gulf Petrochemical Industry Company(GPIC)가 있음.

나. GPIC (Gulf Petrochemical Industry Company)
• 바레인(NOGA), 쿠웨이트(Petrochemical Industries Company), 사우디(SABIC)
등 3개국이 1979년 암모니아, 메탄올, 유레아 생산 목적으로 설립한
합작회사(각 1/3 균등 지분)로 약 450명의 직원 보유(2018)
- 위치/규모 : 바레인 시트라(Sitra) 지역 / 60헥타르
- 기업 순이익 : 8,23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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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석유화학 제품 총생산량 150만 톤 중 약 75%인 113만 톤을
수출하였으며, 이 중 5%가 한국에 수출되었음.

2020 바레인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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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브라질

인도

대만

태국

호주

18%

18%

16%

14%

10%

8%

한국

태국

UAE

남아프리카

이탈리아

5%

5%

2%

2%

2%

5. 전력 산업
가. 현황
• 바레인 정부의 수전력청(EWA: Electricity & Water Authority)의 관리 아래
4,011MW 규모의 전력을 생산
- Al-Dur Ph.1(1,234MW), Al-Hidd(1,006 MW), Al-Ezzel(946MW), Riffa
(700 MW),

SitraⅠ(100MW), SitraⅡ(25MW) 등

• 2020년 기준 전기 소비량이 매년 6.4%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알두르 2 IWPP 가스화력발전소(1,500MW 규모)를 2022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 중
• 2019.12월 아랍경제개발 쿠웨이트기금(KFAED)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주요 자원 및 산업 현황

재정 지원으로 변전소 건설 및 전력케이블 구축을 추진 중

나. 독립전력 프로젝트(Independent Water and Power Project)
• 바레인의 가장 큰 독립전력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
2012.4월 완공한 알두르 발전소로, 2012년 초반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 하루 1,234MW의 전력을 생산 중
- 알두르 발전소는 Gulf Investment Corporation (GIC)가 대주주인
Al Dur Power & Water Company, IPR-GDF Suez META가 합작
운영
• 2007년에 운영을 시작한 Al Ezzel 발전소(946MW)는 GIC가 대주주인
Al Ezzel Power Company, GDF Suez가 합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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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재생에너지

• 바레인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에너지 자원 보존과 개발을 담당하는 지속가능에너지청 (Sustainable
Energy Authority)을

2019.10월 설립(Abdulhussain Mirza 전 수전력장관을 초대

청장으로 임명)

- 바레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25년 바레인 전력 총소비량의
5%, 2035년 10% 확대가 목표로,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한 가로등
설치 및 공립학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바레인만을 둘러싼 지역의 평균 풍속은 4m/s로 측정되며, 이는
풍력발전소 건설 투자를 위한 충분한 풍속으로 평가받고 있음. 또한
수심이 깊지 않아 풍력 터빈을 건설하는 것이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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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조업

가. 현황
• 바레인의 제조업 생산량은 2008년과 2013년 사이에 80% 성장

2020 바레인 개황

하였으며, 2019년에는 제조업의 GDP 기여율이 14.5%를 차지함.
- 주요 제조업 분야는 알루미늄과 석유 제품, 플라스틱, 철강, 선박
수리, 섬유, 유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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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업단지(Industrial Park)
• 바레인 정부는 2010년 Salman Industrial City (SIC) 프로젝트를
시작함. SIC는 히드 지역에 위치한 Bahrain International Investment Park (BIIP), Bahrain Investment Wharf (BIW), Hidd Industrial
Area (HIA)등 세 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칼리파 빈 살만 항과 바레인
국제공항, 그리고 사우디로 연결되는 Fahd Causeway에 인접한 교통
요충지로, 여타 GCC 국가들로 제품을 수출하고 싶은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사업 근거지임.
• Hidd Industrial Area (HIA)
- 1987년에 설립된 공업단지로 가구, 건설 부품, 직물, 포장재 공장
등이 자리잡고 있음.
• Bahrain Investment Wharf (BIW)
- 2008년에 설립된 다기능 Business Park로 경공업 공장, 물류센터,
주요 자원 및 산업 현황

창고, 비즈니스센터, 주거지역 등으로 이루어짐.
• Bahrain International Investment Park (BIIP)
- BIIP는 바레인 상공부가 제조업 및 수출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2006년 설립, 입주 기업이 바레인 시장은 물론 GCC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
- 차량으로 바레인 국제공항에서 10분 거리, 칼리파 빈 살만 항구에서
5분 거리, 사우디-바레인 연륙교에서 25분 거리에 있는 등 교통
최적지에 위치
- 입주 기업 현황 : 26개국 114개 기업 입주(입주율 79%), 약 5,200개
일자리를 창출, ▲식품업 ▲플라스틱·섬유유리 ▲제약·보건 ▲
화학 ▲경공업 ▲서비스업 분야가 주를 이루며,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짐(2019.11월 기준)
- 주요 입주 기업 : Mondelex(미국/식품), Aristion(이탈리아/ 건축), Reckitt
Benckiser (영국/보건), Bahrain Pharma(사우디/제약), Gulf Bi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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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제약),

BASF (독일/화학), JBF (인도/제조), Arla (덴마크/식품) 등

- 입주 기업은 ▲100% 외국인 소유 허가 ▲법인세 면제 (10년간) ▲GCC
지역·아랍자유무역지대·미국·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지역에 대한 무관세 적용 ▲원료 및 장비에 대한 무관세 수입 ▲
고용규제 미적용(5년간) ▲저렴한 가격의 토지·창고 사용료 및 전기·
수도 사용료 ▲바레인 중소기업진흥원(Tamkeen)을 통한 바레인인
고용 시 공공자금 지원 등 혜택 가능
- BIIP 총면적의 75% 이상이 이미 사용 중인 만큼 바레인 정부는
2040년까지 새로운 공업단지를 조성해 제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상공부는
새 공업단지의 토지 확보를 위해 142억 달러 규모의 간척사업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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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설업

가. 현황
• 바레인 건설업계는 활발히 성장하여 2019년에는 GDP 기여도가
7.3% 수준

2020 바레인 개황

나.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업
• 공공사업도시계획부 (Ministry of Works, Municipalities Affairs and Urban
Plannin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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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하수도 등 제반 공공시설 건설을 담당

• 2020년 상반기 기준 바레인은 ▲국제공항 확장 공사(11억 달러) ▲신규
국제컨벤션센터(2억 달러, 22년 완공) ▲하와르 섬 해저 케이블 구축 사업
(1.2억 달러, 22년 완공)

▲국영 석유사   현대화 사업(42억 달러, 50% 완공)

▲Khalij Al-Bahrain 유전·가스전 발굴 프로젝트 등의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

다. 주택건설 사업
• 바레인 공공지원주택 프로젝트 : 바레인 정부는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975년 주택부(Ministry of Housing)를 설립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주택 제공 ▲월세 보조 ▲융자 제공 ▲낙후된
주거시설 보수공사 지원 등의 형태로 주거 지원을 제공
- 하마드 국왕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만 호의 주택을 공급
하라는 칙령을 내린바, 바레인은 ‘경제비전 2030’에 따른 공공 분야
주요 자원 및 산업 현황

중점 과제의 하나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 중

9. 해상연륙교 및 항만

가. 해상연륙교
• 1986년 바레인과 사우디를 연결하는 25km의 해상연륙교(Causeway,
6억 달러 소요)가
최고조 전망)에

개통된 데 이어,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2024년 교통정체

따라 제2연륙교(King Hamad Causeway) 프로젝트 추진

- 제2연륙교 건설을 통한 양국 간 교역량 증가 및 관광 활성화 기대
(바레인 전체 방문객의 80% 이상이 연륙교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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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월 바레인~사우디 간 29.3억 달러 규모의 제2연륙교 인프라
사업 추진 계약을 체결했으며, KPMG-AECOM-CMS와 프로젝트
자문 계약도 체결
- 제2연륙교 건설 프로젝트는 제1연륙교와 나란히 건설할 예정으로
25km(2km : 육지 / 23km : 해상) 길이, 25m 폭의 철도(복선) 및 도로(왕복
4차선)

건설 프로젝트

• 바레인~카타르 해양연륙교 건설에 대한 논의는 2001년 시작되었으나
양국 간 도서 영유권 분쟁, 예상 소요 비용 증가 등으로 건설 착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2017.6월 양국의 단교로 프로젝트 논의가
중단됨.

나. 항만
• 미나 살만항은 1962년에 개항한 항구로, 14개 선석과 2개 터미널을
보유하고 매년 800척의 선박 입출항을 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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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 살만항에 이어 칼리파 빈 살만항이 2009년에 개항함.
• 칼리파 빈 살만항의 화물 처리 능력은 백만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 :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를 가리키는 국제 단위)이며, 잠재적으로 연간 250만

TEU까지 확장 가능
- 현재 칼리파 빈 살만항은 화물 처리 능력의 40%만이 이용되고
있어 당분간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020 바레인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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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T 및 통신

가. 현황
• 바레인의 국내 산업 다각화 기조에 따라 1995.4월 바레인은 GCC
국가 최초로 전국적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함.
-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바레인 국민의 99%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가정용 유선전화 사용 인구는 16%인 것으로 조사됨.
- 바레인은 해외 거주자 네트워크 사이트 인터네이션(InterNations)이
2019년 전 세계 6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터넷 연결지수
평가에서 걸프 지역 1위(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등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국가임.
- Batelco (45%)가 독점하던 바레인 통신시장은 2002년 전면 개방으로
주요 자원 및 산업 현황

STC(30%), Zain(20%) 등 20여 개의 운영사가 있음.

나. 전자정부(e-Government)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2020년 전자정부평가(e-Government Survey)에
따르면 바레인은 조사 대상 193개국 중 38위, GCC 회원국 중에서는
2위를 차지
- 전자정부 평가는 국가별 전자정부 서비스의 우수성과 통신망·
교육 수준 등 활용 여건을 평가하는 ‘전자정부발전지수 (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와

온라인을 통한 정책 참여 활성화

수준을 측정하는 ‘온라인참여지수(EPI, E-Participation Index)’로 구성
- 바레인 전자정부청은 앞으로의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 방향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 정보 적극
개방 ▲인터넷을 통한 주민참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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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elecom
• 2018년 바레인의 모바일 휴대전화 보유율은 2015년 185%에서
210%로 증가, 사용자의 통신사 간 이동을 거의 제한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바레인 내 통신사업 경쟁은 매우 치열한 편
• 2002년 바레인 통신 분야가 완전 개방됨에 따라 Batelco의 독점
체제였던 통신시장이 분화되어 2003년 쿠웨이트 Zain Group의
Zain, 2010년 Saudi Telecommunications Company가 바레인
시장에 진출

11. 금융업

Kingdom of Bahrain

가. 바레인 금융 개황
• 바레인은 석유 고갈에 대비해 일찍부터 금융 부문을 육성하여 현재
금융산업은 2019년 기준 바레인 GDP의 16.5%를 차지
• 바레인은 1970년대부터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
• 2001년 바레인은 세계 최초로 구체화된 이슬람 금융산업 규정을
정립하였고,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Sukuk)를 발행
• 2005년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Takaful)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을 마련

2020 바레인 개황

• 이슬람 금융 규제 기관 (AAOIFI :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s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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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에 소재

나. 바레인 중앙은행
• 바레인 중앙은행(CBB: Central Bank of Bahrain)은 바레인 금융 분야를
전반적으로 관리
- 바레인 중앙은행은 특별히 이슬람 금융 분야의 규제와 감독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이며, 바레인을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
- 그 외에도 종속 보험회사(captive insurance), 지불 능력(solvency),
리스크 매니지먼트, 금융범죄(financial crime), 이슬람 보험 등에 대한
개혁을 논의 중
- 바레인은 자본금이나 이윤, 배당금 등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데 대해
외환관리 제한(exchange control restriction)이 전혀 없이 100% 송금을
보장하며, 고정환율(BD 1=$2.6596)을 채택

금융기관 종류

주요 자원 및 산업 현황

• 바레인의 주요 금융기관
이 름
AUB (Ahli United Bank) : 바레인에서 제일 큰 은행이며,
중동에서 제일 큰 은행 중 하나
소액거래 은행

BBK (Bank of Bahrain and Kuwait)
NBB (National Bank of Bahrain)
ABC (Arab Banking Corporation)

도매 은행
GIB (Gulf International Bank)
Al Baraka Islamic Bank
Bahrain Islamic Bank
이슬람 은행

Ithmaar Bank
Gulf Financ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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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종류

이 름
AAOIFI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이슬람 금융 조정 기관

International Islamic Finance Market
Islamic International Rating Agency
Bahrain National Insurance

보험사

Takaful International
AXA Insurance (Gulf)

다. 이슬람 금융
• ICD-Thomson Reuters의 IFDI (Islamic Finance Development Indicator)에
따라 2019년 이슬람 금융시장에서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 2위

Kingdom of Bahrain

(조사 대상 131개국)에

오른 바레인은 이슬람 은행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며, 총 52개의 이슬람 금융기관과 25개의 이슬람 은행이 있음.
• 샤리아에 부합하는 이슬람 금융의 기준을 제시하는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AAOIFI)와
같은 세계적인 이슬람 금융 관리·감독기관 소재

라. Stock Market

2020 바레인 개황

• 바레인 증권거래소는 과거 100% 정부 소유로 바레인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았으나, 국제적·지역적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10년
민영화된 이후 2011년에는 ‘Bahrain Bourse’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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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레인 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업에게 Bahrain Financial Harbour에
있는 바레인 증권거래소 건물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2020.10월 기준 40여 개 회사 상장)

12. 농업 및 수산업

가. 개요
• 적은 강수량, 농업에 부적합한 토양, 지하수 부족으로 농업은 1960
년대 이후 퇴조 추세이나, 미래에 닥칠 식량 문제 대응을 위해
주요 자원 및 산업 현황

식량자급률 증대, 어류 양식 개발, 농업 분야 개발 등에 관심을 보임.
- 인구 증가, 산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지하수 수요가 급속히 증가
하면서, 지하수 감소 및 토양의 염도가 상승한 것이 농업 쇠퇴의 한
원인
- 독립 이전까지 6,000ha였던 농업 부지가 1990년에는 1,500ha로
감소
- 바레인은 원활한 식량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수경재배를
장려하고 있으며 채소 자급률 20%, 수산물 자급률 60% (2020년 기준
50%)를

목표로 하고 있음.

나. 분야별 현황
• 바레인의 농지는 수 평방미터 규모부터 4ha에 이르기까지 1만여
곳이 존재하며, 다양한 과일과 알파파 같은 채소를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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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과 닭고기 등 가금류는 수요의 약 50%를 국내에서 충당
• 수산업은 1970년대 걸프만의 오염으로 인해 새우 어획량이 감소
하면서 쇠락
- 정부는 1980년대부터 수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어로 작업의 자동화
및 현대화를 위해 노력
- 정부는 수산 자원을 증가시키기 위해 치어를 연안해에 방사하고,
산란기에는 금어 기간 지정 및 저인망 사용을 금지하는 등 어족
자원 보호 육성 대책을 강구 중
• 바레인의 전통적 주력 산업이던 진주 산업은 일본의 양식 진주
(미키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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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으로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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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 관계

가. 외교 관계
• 한국과 바레인은 1976. 4. 17에 수교하였으며, 같은 해 6. 28에
주바레인 대사관을 개설. 그러나 IMF 경제위기로 인해 1999. 3. 20
대사관을 폐쇄하고 대사관 업무를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에서
겸임하다가 2011년에 대사관을 재개설  
• 바레인 측은 베이징 주재 바레인대사관에서 한-바레인 외교 관계를
관할하고 있으며, 2017. 7월 바레인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서울사무소가 개소되어 한-바레인 경제 관계에서 일부 역할

수행

나. 역대 공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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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1980

김인두 대사

• 1980~1981

최필립 대사

• 1981~1984

송성한 대사

• 1985~1989

정해융 대사

• 1989~1991

우문기 대사

• 1991~1994

곽회정 대사

• 1994~1997

이수환 대사

• 1997~1999

정무삼 대사

• 2011~2013

유준하 대사대리

• 2013~2015

유준하 대사

• 2016~2017

박   호 대사

• 2017~2020

구현모 대사

• 2020. 6월~

정해관 대사

2. 주요 인사 교류

가. 방문
이원경 외무장관

• 1986. 6.

강경식 대통령특사

• 1988. 8.

염보현 서울시장

• 1991. 5.

강영훈 대통령특사

• 1994. 4.

정몽준 축구협회장

• 1995. 1.

이시영 대통령특사

• 1995. 9.

박재윤 통신산업부장관

• 2004. 2.

강동석 건교부장관 (대통령 특사)

• 2005. 3.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 2005. 6.

김삼훈 대사 (정부 특사)

• 2008. 3.

최승호 KAS 사무총장 (장관 특사)

• 2011. 8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2012. 9.

김규현 외교통상부 차관보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8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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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8.

정홍원 국무총리

• 2015. 3.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한기호·김광진)

• 2016.11.

김형진 차관보

• 2017. 6.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2017. 9.

양환정 과학기술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 2018. 3.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 2018. 6.

김종진 문화재청장

• 2018.11.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 2019. 1.

국회 대표단 (이정현·우원식·유재중·김병욱 의원)

• 2019.12.

양승조 충남도지사

나.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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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11.

이사 이븐 라시드 알 칼리파 청년체육장관

• 1988. 2.

알리 알 칼리파 내무차관보 (대통령 취임 경축특사)

• 1996. 4.

이사 이븐 라시드 알 칼리파 청년체육장관

• 1997. 9.

알 지시 상공회의소 부회장

• 1998. 5.

사이드 아흐메드 노동부 인력국장

• 2006. 8.

마지드 알-알라위 노동부장관

• 2007. 6.

칼리드 외교부장관 (ACD 회의)

• 2008. 5.

자카리아 경제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2009.11

모하메드 경제개발위원회 사무총장

• 2010. 5.

아흐메드 내각 및 통신담당 장관

살만 왕세자

• 2012. 9.

알-칼리파 해군사령관 준장

• 2013. 5.

라시드 빈 압둘라 알 칼리파 내무부장관

• 2013.11.

압둘라흐만 인권장관

• 2014. 6.

압둘라 외교차관

• 2015. 5.

알 노아이미 교육장관

• 2015.11.

알 칼리파 관세청장

• 2016. 1.

압둘라 외교차관

• 2016.10.

모하메드 보건최고위원회 의장

• 2016.11.

압둘라흐만 내무부 교통청장

• 2017. 3.

모하메드 보건최고위원회 의장

• 2017. 9.

아흐메드(Ahmed) 하원의장

• 2017. 3.

모하메드 보건최고위원회 의장 (3·9월)

• 2017.12.

모하메드 석유부 장관

• 2018. 2.

파이까 보건장관 (2·4월)

• 2018. 2.

모하메드 보건최고위원회 의장 (2·4·12월)

• 2018. 5.

마이 문화장관

• 2019.12.

아흐메드 관세청장

우리나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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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간 협정 체결 (MOU 포함)

• 한-바레인 통상증진 및 경제기술 협력협정 (1984.5.21 발효)
• 1985, 1986년 2차례 공동위 개최 후 중단
• 한-바레인 문화협정 (1987.3월 발효)
• 한-바레인 상공회의소 협력약정 (2012.5월)
• 한-바레인 이중과세방지협정 (2013.4월 발효)
• 한-바레인 공동위 설립 양해각서 서명 (2015.9월)
• 한-바레인 항공협정 가서명 (2017.2.23)
• 한-바레인 디지털콘텐츠 분야 협력 MOU 체결 (201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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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레인 보건분야 협력 MOU 체결 (2018.3.28)
• 한-바레인 국방분야 협력 MOU 체결 (2019.6.19)

4. 교역 관계

2020 바레인 개황

• 한국과 바레인 양국 간 교역은 상호보완적 구조의 수출입 거래를
바탕으로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 한국은 바레인에 자동차, 철강,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건설광산기계, 합성수지 등을 수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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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제품, 알루미늄, 질소비료 등을 수입 (한국이 바레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90% 이상이 석유 및 알루미늄 제품)

• 2019년 기준 교역액은 약 8억 달러로 전체 71위 (수출 77위, 수입 55위)
수준이며,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6.1% 증가하였고 對바레인 무역
수지는 약 2.3억 달러 적자
우리나라의 對바레인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20
(1-9월)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234

275

187

180

290

193

288

293

수입

599

616

499

248

394

563

514

279

무역규모

833

891

686

428

684

756

802

573

무역수지 △365

△341

△312

△68

△104

△370

△226

14

2019년 對바레인 수출입 상위 5대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 MTI 4단위)
주요 수출품

주요 수입품

2018

2019

품목

2018

2019

품목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체

193

△33.3

288

49.0

전체

313

45.2

282

△9.9

전선

25

116.2

63

148.7

나프타

355

33.9

277

△22.2

변압기

8

△85.5

44

474.0

알루미늄

113

47.9

115

1.8

승용차

43

△13.7

24

△44.7

철강

34

161.0

56

65.7

접속기·
차단기

5

△69.2

17

233.0

기타
석유화학

0

△100

17

-

철강관

7

7.9

17

159.4

스테인
레스강

16

-

15

△5.4

우리나라와의 관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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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 기술 및 투자 협력 관계

• 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한 협력 분위기 조성
- 바레인 살만 왕세자 방한(2012.5월)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 간 협력약정
체결
- 동 계기 LG CNS와 바레인 산업통상관광부 간 전자정부 상업 등기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 체결
  • 2012. 6월~2014. 2월 프로젝트 개발 완료 (누적 개발비 약 95억)
  • 2017. 1월~현재 유지보수 및 추가 기능 개발 중
• 투자 금액 기준으로 전기·가스 사업이 최대 진출 분야이며, 다음으로
금융보험업(우리 및 KEB하나)
2020.6월 기준 對바레인 업종별 투자 현황(누적)

2020 바레인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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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신고 건수

신규 법인 수

신고 금액

투자 금액

총계

57

17

283,365

159,40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

2

205,224

98,619

금융 및 보험업

2

2

45,000

45,000

제조업

8

3

5,183

1,206

건설업

16

5

1,444

83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2

393

39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1

1,137

133

도매 및 소매업

2

1

26

26

운수 및 창고업

3

0

263

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1

1

24,696

13,193

기타

1

0

0

0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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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레인의 對한국 투자는 2019년 말 기준 신고 건수 11건, 약 1,900만
달러

6.  건설 수주

• 수주 누계 : 57건, 약 58억 달러 (1975년부터 누적, 해외건설협회)
- 현대건설이 바레인 선박수리소 건립공사(1975~1978)로 바레인 초도 진출
2011~2020년 우리 기업의 바레인 내 사업 수주 현황
업체명

사업명(발주처)

수주액

비고

현대중공업

알두르 발전 및 담수화 플랜트(EWA)

17억 달러

2012.5월 준공

Bapco 석유화학 플랜트(Bapco)

3.5억 달러

2011.11월 준공

Union Steel Mill Project(SULB)

3.26억 달러

2013.5월 준공

Bapco 폐수처리 시설 공사(Bapco)

2.5억 달러

2013.7월 준공

BAPCO 폐수처리시설공사(Bapco) 0.72억 달러

2014.1월 준공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송전망구축사업(EWA)

1.6억 달러

2014.5월 준공

LG CNS

바레인 상업등기 및 면허 등록
시스템 구축(산업통상관광부)

900만 달러

2014년 완료

GS건설

NOGA LNG 터미널 건설(BLNG)

6.6억 달러

2020년 완공

삼성엔지니어링

BAPCO 현대화 사업(Bapco)

13.5억 달러

2019.2월 Kickoff

현대일렉트릭

변전소 현대화 사업(EWA)

1.5억 달러

초고압 전력망 구축(EWA)

1.5억 달러

해저케이블 사업(EWA)

1.2억 달러

우리나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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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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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레인에는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LGCNS, LS전선 등 10개
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정유공장, 해상터미널, 변전소 건설 등 산업
인프라 사업에 참여 중

7. 재외국민·기업 진출 현황

가. 교민 현황
• 약 230명(2020.10월)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진출 기업 직원
등 단기 거주자 이외 장기 거주 동포들은 무역업, 플랜트, 요식업,
숙박업, 식료품점, 제과업 등에 종사

Kingdom of Bahrain

- (걸프항공 승무원) 2019년 약 65명의 한국인 승무원이 채용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일부 감소
- 우리 건설기업의 중동 진출이 활발하던 1970~1980년대에는 건설
근로자 등 약 3,000명의 한인이 바레인에 거주하였음.
• 바레인은 청해부대 기항지로서 바레인 내 소재한 연합해군사 파견
해군 장교 주재

나. 재외동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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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바레인한인회 (회장 : 곽선규)
• 민주평통 중동협의회 (오한남, 박형규, 이정임, 이달리야혜선)
• 종교단체 : 바레인 한인교회 (담임목사 : 권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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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한글학교 (교장 : 남옥현)

다. 바레인 진출 우리 기업 및 동포 기업 현황

연번

진출 기업
기업명

분야

1

삼성엔지니어링

Bapco

2

Muharraq STP

Sewage Treatment

3

삼성엔지니어링

Sewage Treatment

4

GS 건설

Engineering & Construction

5

현대일렉트릭

Power Transformer

6

LGCNS

IT Service

7

LS 전선

Cable & System

8

영진공사

Logistics

9

우리은행

Finance & Banking

10

KEB하나은행

Finance & Banking

우리나라와의 관계

 량(현대·기아), 타이어(금호·한국), 전자(LG·대우·삼성) 회사 등은 현지인이 경영하는 대리점
* 차
형태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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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북한 관계
1. 외교 관계
2. 양국 관계 동향
3. 주요 인사 교류

V

1. 외교 관계

• 북한, 바레인 승인 (1971.8월)
• 바레인-북한 수교 (2001.5월)

2. 양국 관계 동향

• 주쿠웨이트 북한대사가 바레인을 겸임

Kingdom of Bahrain

• 양국 간 교역은 2013년 590만 달러, 2015년 32만 달러를 기록
하였지만, 2016년 이후 교역 내역이 없음. 주요 수입 품목은 의류 등
소모품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수산물
• 협정 체결 현황 : 없음

2020 바레인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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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북한 관계

3. 주요 인사 교류

• 1996. 6월 북한 최수헌 외교부 부부장 수교 협의차 바레인 방문
• 2001. 5월 주시리아 주명철 대사 수교차 바레인 방문
• 2015. 9월 주쿠웨이트 서창식 대사 바레인 방문, 주택부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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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정보
1. 출입국시 유의사항
2. 종교·풍습·법규·관습 유의사항
3. 건강 유의사항
4. 환율 및 생필품 가격
5. 관광 정보

VI

1. 출입국시 유의사항

가. 사증
• 출발지에서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음. 대한민국 국민은
유효한 여권이 있으면 바레인 입국시 공항에서 5바레인디나르(약
13달러)를 지불하고 14일 기한의 관광, 회의 참석 등 목적의 방문비자를

발급받음 (도착비자).

•단
 수 입국 비자 : 2주 체류 가능
- 공항 도착 비자 : 5BD ($13.26)
- 온라인 발급 신청 : 9BD ($23.87)

•복
 수 입국 비자
- 체류 기간 30일의 비자 수수료 : 25BD ($66.3)

Kingdom of Bahrain

·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 : 29BD ($76.93)
- 체류 기간 90일의 비자 수수료 : 89BD ($225.43)
· 상기 비자는 온라인 발급만 신청 가능 (http://www.evisa.gov.bh)
※ 공항에서 입국비자 발급 시, 달러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나. 출입국 심사
• 출입국 목적, 체류 기간, 체제 호텔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특기사항 없음.

2020 바레인 개황

다. 외환 신고
• 특별한 규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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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관
• 여행객에게 주류 1리터, 맥주 6캔, 담배 2보루, 향수 8oz의 통관을
허용

방문 정보

2. 종교·풍습·법규·관습 유의사항

가. 고유 관습
• 바레인 인구의 대다수가 무슬림으로, 모든 생활방식이 이슬람 율법에
따름.
• 라마단 금식월 : 이 기간에 무슬림들은 주간에는 금식을 하며,
외국인의 경우 공공 장소에서 음식 섭취, 흡연, 음주, 주류 판매가
금지되고 일반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 기도 시간 : 무슬림의 하루 기준은 일몰부터 다음날 일몰까지이며,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 시간이 있으나 기도 시간 중 상점·음식점은
문을 닫지 않음.

나. 국민성 등 기타 참고사항
• 바레인 국민은 외국인에게 온건·친절하며 행동이 느리고 여유가 있음.
•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는 남녀가 유별하고, 여성들은 손발을 제외한
얼굴 및 신체를 가리도록 되어 있으나, 바레인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옷을 입을 수 있으며 공공 장소에 남녀가 같이 참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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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유의사항

• 5~6월경 성지순례 시기에 뇌막염이 전염될 수 있어 어린이들은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1회 접종 시 유효기간은 2년
• 먼지가 많은 사막 지역이므로 상처를 입었을 경우 파상풍에 주의해야
하며, 병원에서 예방접종 가능
• 바레인 국민은 심장질환(심장마비)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음.
•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구 대비 세계 두 번째 감염률을
보임. 바레인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백신 임상 참여 및 긴급 승인을 통해 극복코자 노력 중

Kingdom of Bahrain

4. 환율 및 생필품 가격

가. 환율 1USD =0.374BD(바레인 디나르)
• 1디나르 = 2.672달러 (한화 약 3천 원)

나. 생필품·서비스 요금

2020 바레인 개황

• 야채·빵·밀가루 등 기초 식품류는 정부보조금 지급으로 저렴하나,
외국인이 사용하는 수입 공산품, 수입 식품, 과일류는 다소 비싼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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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사우디 관광객의 증가로 식당의 물가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음
(단품 식사 기준(한식 김치찌개 등) : 10~20달러)

• 백화점이나 쇼핑센터가 발달되어 있음.

방문 정보

5. 관광 정보

가. 바레인 국립박물관(Bahrain National Museum_☎ : 1729-8777)

바레인 국립박물관

• 바레인 최초 현대식 박물관으로 덴마크 건축가 HKR Arkitekter가
설계
• 바레인 5천 년의 역사를 딜문(Dilmun) 시대부터 전시
• 1988년부터 수집된 고대 바레인의 고고학적 유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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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 내부

• 박물관은 전통 수공예작품관, 문화풍습관, 무덤관, 고대유산관,
틸로스(Tylos)관, 이슬람시대관 등 9개 전시관으로 구성
• 주요 전시물은 두란드 스톤 (Durand Stone)으로 바벨론 시대 만들어진

Kingdom of Bahrain

현무암 조각상이 유명
• 무덤관은 딜문 시대 고대 봉분 풍습과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바레인 사막에서 발견된 무덤을 박물관으로 이장
• 틸로스관은 이슬람의 탄생과 고대 바레인 무역의 역사, 수공예 작품
및 고대 원고를 전시
• 문화풍습관에는 바레인 전통문화 및 생활습관을 알 수 있도록 밀랍
인형을 전시

2020 바레인 개황

• 자연역사관은 바레인의 자연환경을 관람하도록 바레인 식물군과
동물상을 전시
• 고대 문서·원고관에는 초대 이슬람에 관련된 코란 원고 및 천문학에
관한 문서들을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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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야외에는 바레인 및 해외 예술가들의 조각품과 조각상을 전시
• 2014년 Trip Advisor Traveler’s Choice 부문 수상 경력을 자랑

나. 바브 알바레인(Bab Al Bahrain)
• 바브 알바레인은 ‘바레인의 문’을 의미하며, 마나마 산업 중심 지역에
위치
방문 정보

• 바브 알바레인 뒤에는 전통시장(Souq)이 위치
• 건물 1층에는 관광객 안내소와 수공예 작품 가게가 위치

다. 생명의 나무(Tree of Life_☎ : 1772-7773)

생명의 나무

• 프로소시스 시네라리아(Prosopis cineraria)종 나무로 길이 9.75미터,
수령 약 4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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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약 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생명의 나무’는 사막 한가운데
모래로 둘러싸여 있으며, 평균기온 41℃, 최고 49℃까지 상승하는
지역에서 푸른 잎을 피우기에 ‘생명의 나무’라고 칭함.

라. 바레인 성채(Bahrain Fort _ ☎ : 1756-7172)

Kingdom of Bahrain

바레인 성채

• 기원전 2300년에 지어진 요새로 딜문 시대 당시 수도 중심지에 위치
• 18세기까지 카시트, 포르투갈, 페르시아군이 점령 후 이용해 여러
유물이 발견됨.
• 200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

2020 바레인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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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알 파티흐 모스크 (Al-Fatih Mosque _ ☎ : 1772-7773)

방문 정보

알 파티흐 모스크

• 바레인에서 가장 큰 건물(1984년 설립)로 7,000명 정도의 예배자들을
수용할 수 있으며, 기도실(the prayer hall) 방문시 여자들은 검은색
가리개, 헤드 스카프를 받음.
• 관람 후 관광객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무료 소책자 배포

바. 바레인 인터내셔널 서킷(Bahrain International Circuit)
• 바레인은 2004년에 중동 지역 최초로 F1 그랑프리 대회 개최
- 바레인 남부 사키르 지역에 그랑프리 자동차 경기장(BIC)을 건설,
2004년 4월 4일 중동 지역 최초의 F1 그랑프리 자동차 대회 개최
• 2011년 바레인 그랑프리 대회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인해 취소
되기도 하였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살만 왕세자가 중심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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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프리를 개최하였으며, 이 행사 개최 자체가 바레인의 정치적
안정과 치안 확보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의미를 가짐.

바레인 인터내셔널 서킷

Kingdom of Bahrain

• 바레인의 그랑프리는 2009년까지는 중동 지역 유일의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대회였으나, 2009년부터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
에서도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대회가 개최됨.

2020 바레인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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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 약력, 내각 명단
1. 주요 인사 약력
2. 내각 명단

VII

1. 주요 인사 약력

가. 하마드 국왕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 경력

2020 바레인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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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His Majesty Hamad bin Isa Al Khalifa)
1950년 1월 28일
•서레이 고달밍, Applegarth College
•케임브리지, The Leys School
• 1964		

왕세자로 책봉

• 1968		

영국군 제대

• 1968		

관개위원회 및 마나마 시의회 의장 수임

• 1969		

바레인군 총사령관

• 1971~1988

국방부장관

• 1973		

미국 육군장교 리더십 과정 수료

• 1987		

바레인 공군 창설

• 1999		

즉위

가족 관계

부인(4명)과 자녀 12명 (7남5녀)

비

1978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 취득

고

나. 살만 왕세자 겸 총리

성

명

생년월일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
(His Royal Highness Salman bin Hamad
bin Isa Al Khalifa)
1969년 10월 21일
•1992

학

력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정치학 학사

•1994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역사학 및
철학 석사

가족 관계

바레인연구센터(BCSR) 이사회 부의장

• 1995~1999

BCSR 이사회 의장 및 국방차관

• 1999~2008

바레인군 참모총장

• 1999. 3. 9

왕세자 책봉

• 2001		

바레인 National Charter 이행위원회 위원장

• 2002		

경제개발위원회(EDB) 위원장

• 2008		

바레인군 최고부사령관

• 2013		

바레인 제1수석 부총리

• 2020~		

바레인 총리

주요 인사 약력, 내각 명단

주요 경력

• 1992~1995

부인과 2남2녀
• 구사 언어 : 아랍어 및 영어
• 환경·문화·스포츠·교육 등에 대한 관심 지대

특이사항

• 2004년 중동 지역 최초의 Formula One 자동차 경주 대회인
‘Bahrain Grand Prix’ 유치
• ‘바레인 경제발전 프로젝트 2030’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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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압둘라티프 외교장관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 자야니
(Abdullatif bin Rashid Al Zayani)

1956년 4월 15일

•1973

영국 Sandhurst 육군사관학교 졸업

•1978

University of Perth(스코틀랜드) 항공공학과정 수료

•1980

오하이오 미 공군기술학교 군수관리학 석사 (우등 졸업)

•1986

미 해군대학원 군사작전학 박사 (우등 졸업)

• 1973

바레인 국방군 소위 임관 후 국방군·내무부·외교부 근무
- 국방군 왕립보병대대, 방공사령부, 공군 근무
- 국방군 기획조정국장, 합동작전국장, 합참 부의장
- 내무부 국가재난대응위원회 의장

Kingdom of Bahrain

주요 경력

- 외교장관 자문관, 조직발전위원회 과장, 바레인-영국
공동위원회 의장 등 역임
• 2004~2010

경찰청장 (국방군 소장)

• 2011. 4.	걸프협력이사회(GCC) 사무총장
(2020.3.31 임기 만료)
• 2020.2.11
가족 관계

외교장관 임명

부인 및 자녀 6명
•University of Maryland 및 바레인 국립대 수리통계학과 교수,
Arabian Gulf University 통계분석학 교수를 역임하는 등 정보통신 및

특이사항

수리통계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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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공로훈장 1등급, 2010년 국제경찰리더십상(영국 정부 수여),
쿠웨이트 자유수호 공로훈장 등 다수의 상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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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각 명단

이름

1

총리
(Prime Minister)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
(Salman bin Hamad Al Khalifa)

2

부총리
(Deputy Prime Minister)

무함마드 빈 무바락 알 칼리파
(Mohammed bin Mubarak Al Khalifa)

3

부총리
(Deputy Prime Minister)

알리 빈 칼리파 알 칼리파
(Ali bin Khalifa Al Khalifa)

4

부총리
(Deputy Prime Minister)

자와드 빈 살렘 알 아라예드
(Jawad bin Salem Al Arayyed)

5

부총리
(Deputy Prime Minister)

칼리드 빈 압둘라 알 칼리파
(Khalid bin Abdulla Al Khalifa)

6

내각담당장관
(Minister of Cabinet)

무함마드 빈 이브라힘 알 무타와
(Muhammad bin Ebrahim Al Mutawa)

7

내무장관
(Minister of Interior)

라시드 빈 압둘라 알 칼리파
(Rashid bin Abdallah Al Khalifa)

8

외교장관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bdullatif bin Rashid Al Zayani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 자야니)

9

재무장관
(Minister of Finance and
National Economy)

살만 빈 칼리파 알 칼리파
(Salman bin Khalifa Al Khalifa)

10

교육장관
(Minister of Education)

마지드 빈 알리 하산 알 누아이미
(Majid bin Ali Hasan Al Nuaimi)

11

전력ㆍ수도담당 장관(Minister of
Electricity and Water Affairs)

와일 빈 나씨르 알 무바락
(Wael bin Nasser Al Mubarak)

주요 인사 약력, 내각 명단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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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이름

12

이슬람ㆍ법무장관
(Minister of Justice, Islamic
Affairs and Endowments)

칼리드 빈 알리 빈 압둘라 알 칼리파
(Khalid bin Ali bin Abdulla Al Khalifa)

13

공공사업ㆍ도시계획장관
(Minister of Works, Municipalities
Affairs and Urban Planning)

에삼 빈 압둘라 칼라프
(Essam bin Abdullah Khalaf)

14

노동·사회개발장관(Minister of
Labour and Social Development)

자밀 빈 무함마드 후마이단
(Jameel bin Mohammed Humaidan)

15

교통ㆍ통신장관
(Minister of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s)

카말 빈 아흐메드 무함마드
(Kamal bin Ahmad Muhammad)

16

주택장관
(Minister of Housing)

바심 빈 야쿠브 알 하마르
(Basim bin Yacub Al Hamar)

17

상ㆍ하원담당장관
(Minister for Shura Council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Affairs)

가님 빈 파드힐 알 부야냔
(Ghanim bin Fadhil Al Buaynayn)

18

보건장관
(Minister of Health)

파에카 빈트 사예드 알 살레
(Faeqa bint Saeed Al Saleh)

19

청소년·스포츠담당장관(Minister
of Youth and Sport Affairs)

아이멘 토픽 엘무에이예드
(Aymen Tawfiq Almoayyed)

20

국방장관
(Minister of Defence Affairs)

압둘라 알 누아이미
(Abdulla Al Nuaimi)

21

산업통상관광장관(Minister of
Industry, Commerce and Tourism)

자예드 빈 라시드 알 자야니
(Zayed bin Rashid Al Zayani)

22

공보장관
(Minister of Information Affairs)

알리 빈 모하메드 알루메이히
(Ali bin Mohammed Al-Rumaihi)

23

석유장관
(Minister of Oil)

무함마드 빈 칼리파 알칼리라
(Mohammed bin Khalifa Al Khalifa)

참고 사항
1. 공관 정보
2. 현지 긴급 연락처

VIII

1. 공관 정보

주 소

Villa 401, Road 915, Al Salmaniya 309, Manama,
P.O.Box 20554, Kingdom of Bahrain

전 화

+973-1753-1120

팩 스

+973-1753-1140

E-mail

korembbah@mofa.go.kr

근무시간

비상연락처

일요일~목요일 : 08:00 ~ 16:00
(점심 시간 12:00 ~ 13:30, 금·토요일 : 휴무)
+973-6674-4737 (당직 전화)

Kingdom of Bahrain

2. 현지 긴급 연락처

• 범죄 신고 :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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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신고 :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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