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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

1. 경제일반

□ (경기지수) `21.5월 UAE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2.3로서 4월(52.7)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6개월 연속 50 상회 등 경기회복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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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COVID-19 상황에 관한 낙관적 전망 확대(6.7일 기준 1,332만회분 백신접종) 등에
따라 내수 중심 신규주문 확대, 생산 증가세 지속중이나 증가율은 둔화
- 불확실성 잔존 및 이에 따른 경쟁압력(단가인하 등) 지속, 일부 원자재
공급 부족(알루미늄 등), 운송비 상승에도 원부자재 인플레이션 일부 완화
ㅇ 생산능력 확대 압력에도 고용확대 자제 분위기, 일부 기업의 현금흐름
이슈에 따른 인원 감축 등에 따라 4개월 연속 고용감소
<UAE 비석유부문 구매자관리지수 월별 추이>

□ (증시 동향) 5월중 아부다비 종합지수는 8.5% 상승하는 등 8개월 연속
상승(금년중 30.0%↑), 두바이 종합지수는 7.4% 상승(금년중 12.3%↑)

* ADXI : (4.29일) 6046.8 → (5.25일, 월 최고) 6632.9

→ (5.31일) 6,558.7

DFMI : (4.29일) 2605.38 → (5.26일, 월 최고) 2825.22 → (5.31일) 2,797.5
<ADX 종합지수 동향>

<DFM 종합지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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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부다비 시장) 서비스(17.2%↑), 은행*(15.2%↑), 공업*(13.2%↑), 생필품
(7.6%↑), 투자․금융서비스*(5.1%↑), 부동산*(4.0%↑), 통신(2.3%↑) 등 9개 분야별
지수중 7개 지수 상승 (보험(3.7%↓), 에너지(8.7%↓) 지수 하락)
* MSCI Emergin Mkt Index내 비중 증가에 따른 FAB(18.4%↑), 1분기 순이익 증
가 및 감손비용 감소에 따른 Abu Dhabi Ship Building(44%↑) 주가 급등 등
* 35억 Dh 규모의 군함 수주에 따른 Abu Dhabi Ship Building(44%↑), Emirates
Steel과의 합병 계획에 따른 Arkan Building Material(57.3%↑) 주가 급등 등

․

↑

↑

·

↑

ㅇ (두바이 시장) 부동산 건설*(8.7% ), 은행(8.1% ), 금융 투자서비스(6.7% ),
운송(5.6% ), 생필품(2.7% ), 보험(2.6% ), 통신(1.5% ), 서비스(1.1% ), 공업
(0.4% ) 등 9개 분야별 지수 모두 상승

↑

↑

↑

↑

↑

↑

* 부동산 경기 회복 움직임에 따른 Emaar Development(28%↑), Damac Properties
(13.3%↑) 급등 등

□ (소비자물가 지수) ※ 3월 소비자물가 지수 아직 미공표
ㅇ `21.2월중 전년 동월 대비 2.01% 하락(전월 대비 0.41% 하락)하며 `19.1월
이후 26개월 연속 전년 동기보다 낮은 수준 지속

- 문화·레크레이션(18.64%↓), 운송(3.22%↓) 및 주거․공공요금(3.37%↓) 등 저하 지속
- 식음료(1.42%↑), 교육(1.52%↑), 통신(0.62%↑) 등은 전년 동기비 상승

□ (통화․신용) 3월말 기준 총유동성 수준은 전월 수준 유지, 은행권 총신용

·

총자산 국내외 대출 감소 등에 따라 소폭 축소
ㅇ (통화) 요구불예금·정부저축 증가에도 정기․저축 예금 감소에 따라
총유동성은 전월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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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 : 요구불 예금 증가(5,285억 Dh → 5,464억 Dh, 3.4%↑) 등에 따라 2.8%
증가(6,249억 Dh → 6,423억 Dh)
M2 : M1 증가에도 준통화(정기·저축 예금 + 외화표시 예금) 감소(8,711억 Dh →
8,452억 Dh, 2.9%↓)에도 0.57% 감소(1조 4,960억 Dh → 1조 4,875억 Dh)
M3 : M2 감소에도 정부저축 증가(2,704억 Dh → 2,789억 Dh, 3.0%↑)에 따라
전월 수준 유지 (1조 7,664억Dh → 1조 7,664억 Dh)

ㅇ

·

·

(신용․자산) 3월말 기준 은행권 총신용은 정부 공공부문 민간 대출 및

국외대출이 모두 감소하며 1.3% 축소(1조 7,775억 Dh

→ 1조 7,544억 Dh)

* 정부대출 : 2,572억 Dh → 2,525억 Dh(1.8%↓), 공공부문(GREs) 대출 : 2,179억 Dh
→ 2,152억 Dh(1.2%↓), 국내 민간대출 : 1조 1,133억 Dh → 1조 1,057억 Dh(0.7%↓),
국외대출 1,730억 Dh → 1,648억 Dh(4.7%↓)

- 은행권 총자산은 투자자산(5,001억 Dh

→

↑

→ 5,073억 Dh, 1.4%↑), 중앙은행

예치금

(3,144억Dh
3,256억 Dh, 3.6% ) 증가에도 총신용 감소에 따라 소폭 감소
(0.1% , 3조 1,794억 Dh
3조 1,759억 Dh)

↓

→

- 전년 동기 대비로는 총신용은 0.8% 감소, 총자산은 1.5% 증가
<통화량 추이 (10억 디르함)>

<은행권 분야별 신용 추이 (10억 디르함)>

※ 전년 동월 대비 부문별 신용 수준 비교
- 정부 대출 : (`20.3월) 2,291억 Dh → (`21.3월) 2,525억 Dh (10.2%↑)
- 공공부문 대출 : (`20.3월) 2,011억 Dh → (`21.3월) 2,152억 Dh (7.0%↑)
- 민간 대출 : (`20.3월) 1조 1,489억 Dh → (`21.3월) 1조 1,057억 Dh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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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월 기준 중앙은행 외환보유고(international reserve)는
전원 대비 1.9% 증가, 은행권 자본적정비율은 `20년 4/4분기 대비 0.2% 하락
(금융안정성)

ㅇ 외환보유고 총액은 증가한 가운데, 2개월 연속 경상수지 누적 및 해외
은행 예치금*은 대폭 감소한 반면, 해외증권** 및 기타 외화자산***은
크게 증가한 바,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산구성을 변경중인 것으로 추정
* 1월 855억불 → 2월 742억불(113%↓) → 3월 702억불(5%↓)
** 1월 76억불 → 2월 202억불(116%↑) → 3월 245억불(21%↑)
*** 1월 99억불 → 2월 105억불(7%↑) → 123억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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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여신(NPL) 비중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 주요 수익성 지표는
`20년중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1/4분기중 개선
은행권 총신용중 부실채권 비율(%)

주요 수익성 지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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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및 아부다비 신용등급 및 경제전망)

Moody’s(5.4일)와 S&P Global

Ratings(5.31일)는 신용평가 보고서를 통해 연방 및 에미리트 정부 통해
UAE 및 아부다비 GDP·재정수지·인구 등에 관한 추정·전망치 공표
ㅇ (연방정부) 신용등급 :

Mo o d y’ s

Aa2/Stable

- `20년 GDP는 3,540억불(cf. `19년 4,214억불, 연방통계청), PPP 기준 1인당 GDP는

Moody’s)

63,590불로 추정(

- 효과적인 방역 및 세계최고 수준의 백신접종율 등을 기반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가능성 등 관광·접객·도소매 등 주요산업 분야의

Moody’s)

조기 회복을 전망(

- `21년 비석유 부문 GDP는 3.5% 성장*이 전망되나, 팬데믹 이전 GDP

Moody’s)

수준 회복에는 3년 정도 소요 전망(

* UAE 중앙은행은 `21년 3.6%, `22년 3.9% 성장 전망

- COVID-19 팬데믹이 연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Moody’s)

`20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0.2% 수준으로 추정(
ㅇ (아부다비 정부) 신용등급 :

Moody’s

Aa2/stable, S&P AA/Stable/A-1+

- 아부다비의 `20년 성장률은 △5% 내외로 추정, `21년 2.2% 성장 전망(S&P)
- `24년까지 석유부문은 연간 2.7%, 비석유부문은 연간 1.7% 성장이 전망되며,
실질 GDP는 `23년경 `19년 수준 회복 전망(S&P)
- 아부다비의 `20년 원유 생산량은 일산 280만 배럴 수준(`19년 310만 배럴)
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24년경 `19년 수준 회복 전망(S&P)
- `21~`23년 재정적자는 유가 회복 등에 따라 GDP 대비 연평균 3.4%

(Moody’s)

수준(`20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전망

- 아부다비 인구는 `18~`20년간 경제활동 저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으로 인해 16%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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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소유주 등록제도 시행) 연방 경제부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 정책의 일환으로 UAE내 등록 기업 51.3만개에 대해 실질 소
유주(Ultimate Beneficial Owner) 등록 및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연방경제부 홈페이지(www.economy.gov.ae) 등 참조
ㅇ 대상 : 연방 및 지방정부의 38개 등록기관에 등록된 51.3만개의 기업
* 연방 및 지방정부 소유 기업, 금융자유구역(Abu Dhabi Global Market,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등록 기업 제외

ㅇ 실질 소유자의 정의 : ⅰ) 자본 지분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
함으로써 당해 기업을 소유 또는 지배하는 자연인, ⅱ) 의결권의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관리자(managers)의 과반수를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 또는 ⅲ) 고위 경영진(senior management official)의 지위에 있는
자연인
ㅇ 등록 및 자료제출 기한 : `21.6.30일
- 7.1일부터 위반행위 단속 및 처벌 예정
ㅇ 위반 시의 제재 : 위반 정도, 반복성 여부에 따라 서면 경고, 10만 Dh
이하의 벌금, 허가 정지, 이사회 권한 정지 등 조치 부과
□ (무바달라투자공사 `20년 재무성과) 소유주 귀속분 포괄이익* 720억 Dh(`19년
530억 Dh 대비 35.8%↑) 등 역대 최고수준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보유자산
(Asset under management)은 8,940억 Dh으로 증가(`19년 8530억 Dh 대비 4.8%↑)
* Total Comprehensive Income Attributable to the Owner : 연결재무제표 대상 기업
집단의 포괄이익중 종속회사의 외부주주 귀속분을 제외한 이익

ㅇ `20년중 1040억 Dh 규모의 국내외 자산을 현금화하여 1080억 Dh을 투자
- 중점 투자 분야 : 기술, 생명과학, 소비재, 통신 등
ㅇ 무바달라의 자산 구성은 Private Equity에 대한 직·간접 투자 34%,
상장자산 투자 29%, 부동산·인프라 투자 14% 등으로 구성
- 6 -

□ (ADNOC, 자회사 통해 16.4억불 규모 채권발행) ADNOC은 소매부문 상장
자회사인 ADNOC Distribution의 신주발행 및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16.4억불 조달
□ (관광산업 동향) 1/4분기중 UAE내 호텔 객실점유율은 평균 63% 수준이며,
평균 숙박기간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7.6% 늘어난 4.3일(WAM, 5.10일)
ㅇ 이용객중 UAE 국민(Emirati)은 25.6%이며, 특히 3월의 경우 UAE 국민
이용객은 `20.3월 대비 112% 증가
- 한편, 두바이 관광청(Dubai Tourism) CEO는 인터뷰를 통해, `20.7월
두바이 방문자가 4만명이었던데 반해, `21.3월 방문자는 45만명으로
증가*(Arabian Business, 5.27일)
* `19년 두바이 방문자 수 : 1,673만명

ㅇ (Safe Travel Corridors 구축) 주재국 외교부는 바레인, 세이셀(Seychelles),
세르비아, 그리스 정부와 각각 백신접종 증명서 상호인정 및 백신접종 ‘자국민’에 대해
상호 격리면제(“Safe Tavel Corridor”)을 합의하고 5월 중순부터 시행
□ (USTR의 지재권 보호 감시대상 국가에서 제외) USTR은 Special 301조
보고서를 통해 UAE를 지재권 보호 감시대상 국가(watchlist)에서 제외
ㅇ 최근 수년간 UAE 정부는 단속강화, 블록체인 기술 사용 확대 등 추진
ㅇ USTR의 동 보고서는 연방 건강․예방부의 의약품 지재권 보호 조치 강화,
두바이 세관의 위조상품 단속, 아즈만 정부의 위조품 유통 제한 조치
등을 평가
□ (아부다비, 22.1억 Dh 주택융자 시행) 아부다비 정부는 에미리트 시민
1,656명에게 22.1억 Dh 상당의 주택융자 및 기존 주택채무 면제 혜택 제공
ㅇ 아부다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15년 이상 근로한 시민은 주택 구매
또는 택지 구매를 위해 50만 ~ 225만 Dh까지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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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은 평생 되갚을 수 있으며, 은퇴 시 또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서는 통상 면제혜택이 부여됨
※ 아부다비 정부는 `20.12월 국경일 계기에도 72억 Dh 상당의 주택융자
및 감면 혜택 배분
□ (샤르자 최저 임금 인상) 샤르자 통치자는 샤르자내 시민권자들의 최저
임금을 월 17,500 Dh에서 25,000 Dh(6,812 USD)로 인상한다고 발표
ㅇ `21년 샤르자 정부 예산 336억 Dh중 47%는 정부 및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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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동향
□ (UAE 2020년 FDI 44% 증가) UAE의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199억 달러를 기록
ㅇ FDI 유입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아부다비석유공사가 송유관 및 부동산
등 비핵심자산을 현금화시킨 것이며, 두바이도 지난해 455건 총 67억
달러의 FDI를 유치
□ (아부다비 100% 외국인 소유 가능분야 목록 발표) 아부다비 정부는 외
국인의 100% 기업소유를 가능하도록 한 연방상업기업법에 따른 시행방
안으로 1,105개 허용목록(adbc.gov.ae에서 확인 가능)을 발표
ㅇ 금번 목록에 해당하는 기존 기업의 소유주들은 그 밖의 적용기준을
충족할 경우 소유지분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ㅇ 6.1일 발효되는 연방사업기업법의 세부 시행방안은 각 에미리트별로
정할 수 있는데, 당초에는 전략산업 중심의 불허용목록(Negative list)
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아부다비정부는 허용목록(Positive
list) 정책을 선택
□ (두바이정부 산업발전 추진조직 개편) 두바이정부는 ｢두바이산업전략
2030｣을 실행하고 코로나 이후 산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두바
이수출국(Dubai Exports) 을 두바이산업수출국(Dubai Industries and
Exports)으로 개편
ㅇ 2016년 발표된 두바이산업전략 2030은 두바이를 지식기반 혁신주도 지
속가능 산업의 세계적인 기지로 육성하여 2030년 두바이 GDP에 436억
달러를 기여하도록 만든다는 목표로 67개의 정책을 담고 있으며, 중점
육성 산업분야로 항공우주, 해양물류, 알루미늄 및 조립금속, 제약 및
의료기기, 식품음료, 기계장비 등 6개 분야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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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수출보험 지난 3년간 6.2억 달러 지원) 2018년 설립된 연방 수출
신용기관인 Etihad Credit Insurance는 지금까지 UAE 수출업체에 3,605
건, 총 6.2억 달러의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비석유 수출액 19억 달러를
지원함. 지원받은 기업들은 전선, 철강, 석유화학, 건축자재, 포장, 자동
화, 에너지, 보건, 식품 등 18개 부문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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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에너지 동향
□ (바라카원전에서 4사분기에 IAEA 비상대응훈련 예정) UAE 국가위기관
리청(NCEMA)은 금년 4사분기에 바라카원전에서 시행예정인 IAEA주관
원자력비상대응훈련(ConvEx-3) 준비를 위해 연방원자력규제청, Nawah
Energy사와 함께 GCC비상관리센터와 조정회의를 개최함.
ㅇ ConvEx-3는 국제원자력위기대응협약에 따라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국
제적 위기 발생시 대응능력과 조기 경보체제를 시험하기 위해 매 3~5
년 마다 개최해 오고 있으며, IAEA 감독하게 바라카원전 현장에서 시
행될 금번 훈련에는 전세계 170여개국과 국제기구들이 초청됨.
□ (중동 최초 폐기물 이용 수소생산 시설 추진) 샤르자정부의 폐기물관리
회사인 BeeAh는 영국 Chinook Sciences사와 함께 중동지역 최초의 폐
기물-to-수소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임.
ㅇ 동 계획은 두 회사가 1.8억 달러를 투자하여 재활용불가능 플라스틱과
폐목재를 에너지화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려는 것
으로, 수소 생산시설과 함께 충전시설도 건설할 계획임.
□ (ADNOC, 블루 암모니아 생산 계획) 아부다비석유공사는 Ruwais 지역
Taziz 석유화학 단지에 연산 100만톤 규모의 블루 암모니아 생산시설
설계에 착수하였다고 발표
ㅇ 탄소포집저장(CCUS) 시설이 포함된 Ruwais 블루 암모니아 생산시설의
사전설계(FEED)는 영국 Wood사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생산을
목표로 한 금번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결정은 내년중 내려질 예정
ㅇ ADNOC은 현재 석유화학 부산물로 연 30만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
며, 80만톤 규모의 CCUS도 운영중
□ (아부다비 그린수소 실증프로젝트 검토) 아부다비정부의 재생에너지 공
기업인 마스다르는 독일 지멘스에너지, 일본 마루베니, 에티하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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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트한자항공, 칼리파공과대학교, 아부다비 에너지부 참여 하에 그린
수소 실증프로젝트의 평가에 착수하였으며, 금년말까지 프로젝트 설계
를 완료할 예정
ㅇ 마스다르는 1단계로 내년부터 2년에 걸쳐 10~25 MW 규모의 태양광 연
계 그린수소 파일럿 생산설비를 건설하고 동 시설에서 생산된 그린스
소를 마스다르시티내 연료전지 버스 시범 운행, 에티하드와 루프트한자
항공의 항공연료 시범 사용할 계획이며, 2단계로 수소를 선박과 물류
부문에 적용할 계획
□ (아부다비 산업단지에 그린 암모니아 시설 추진) 민간특수목적회사인
Helios Industry는 향후 수년간 국내외 투자자와 함께 아부다비 Khalifa
산업단지(KIZAD)에 최대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그린 암모니아 생산시
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
ㅇ KIZAD 내에 800 MW 태양광발전소를 세우고 동 전력으로 4만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여 20만톤의 그린 암모니아로 변환 생산한다는 계획이며,
1단계로 100 MW 설비 건립을 추진할 계획
□ (두바이, 그린수소 프로젝트 발족) 두바이 정부는 MBRAM 태양광단지에
그린수소 시설을 건설하는 시범사업에 착수
ㅇ 두바이수전력청, 두바이엑스포조직위 및 지멘스에너지가 공동 참여하여
태양광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엑스포 부지에서 수소차량을 실증
운행하는 것으로 목표
□ (ADNOC, Bu Hasa 유전 스마트화 투자) 아부다비석유공사는 일산 65만
배럴 규모의 육상 최대 유전인 Bu Hasa의 생산량 유지를 위해 3.2억
달러를 투자하여 신규 유정을 IT기술로 연계하는 공사를 발주
ㅇ 이 공사는 260개의 일반 유정 및 스마트 유정을 연결하여 원격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중국송유관기술공사와 Robt Stone사가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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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플랜트 동향
□ (플랜트) ADNOC, Belbazem 해상유전 개발사업 현지업체 수주
ㅇ 아부다비 석유공사와 중국 간 합작회사인 Al-Yasat petroleum는 7.44
억불 규모의 Belbazem 해상 오일/가스 개발사업 계약을 현지업체
National Petroleum Construction Company(NPCC)와 체결

* Al-Yasat Petroleum Corporation(CNPC)는 Adnoc(60)과 중국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CNPC, 40)이 합작회사로 Belbazem 개발권 소유
ㅇ 동 사업은 경질 원유 45,000 b/d 생산과 유전에서 생산되는 수반가스
2,700만 ft3/d 생산 위해 해상시설에 대한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및
시운전(EPCC) 작업을 포함
- 동 사업 통해 첫 원유 생산은 2023년부터 추진되어 2030년까지 원유
생산능력 목표치인 500만 b/d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동 사업은 19.11월 최저가 입찰한 McDermott 파산 상황,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설비투자 재고, ICV(In Value Country) 정책 확대 등을 고려하여 현지 업체가
최종 수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Meed, 5.25)
□ (플랜트) ADNOC, 15억불 가스 파이프 설치사업 발주 예상
ㅇ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 자회사인 ADNOC Gas Processing에서 금년
4분기 가스 파이프망을 업그레이드하는 15억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
주할 것으로 현지 언론 보도(Meed, 5.17)
- 현재는 중국기업(CPPE)이 20.10월부터 동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설계
(feed)를 수주하여 21.12월까지 진행 중

* China Petroleum Pipeline Engineering (CPPE)는 동 사업 관련 사전조사
(pre-feed), 타당성조사 등도 추진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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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사업은 북부지역에 대한 가스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가스
압축시설, 460km 천연가스 파이프망, 14개 배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성
□ (플랜트) ADNOC, Al Dabbiya 육상유전 개발사업 현지업체 수주
ㅇ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의 자회사, ADNOC Onshore가 발주한 2.2
억불 규모 Al Dabbiya 육상유전 2단계 개발사업(EPC)을 현지 업체
(Robt Stone Middle East)가 수주
- 상업입찰 결과 그리스 업체(Archirodon)가 최저가로 투찰했으나 ICV 최고
점수를 획득한 현지업체(Robt Stone)가 우선협상자 선정되어 그리스
업체 투찰가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최종낙찰자로 선정됨

* 입찰초청서 발급(20.5월), 기술입찰(20.8.23), 상업입찰(21.1월) 등 진행
ㅇ 동 사업은 아부다비 동북지역 밥(Northeast Bab, NEB) 육상 유전 지대에
포함된 지역으로, 중장기적 생산량 증대를 위해 원유생산시설, 물 주
입관정, 파이프라인 등 작업을 포함하고 있음
□ (플랜트) ADNOC,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 2차 풀(Pool) 구성
ㅇ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는 석유/가스 개발, 정제, 판매 등 벨류체인에
참여하는 주요 기업 대상으로 미래 프로젝트 발주에 대한 우선 협상
그룹을 구성 중
- 작년 2억불 이상 사업을 담당할 그룹(Tier1) 선정에 이어 이번에는 2억불
미만 사업을 담당할 그룹(Tier2) 선정절차 추진

* ADNOC에서 상업입찰 위한 안내를 발송(5.4)하였고, 5.18까지 마감 예정
ㅇ 선정기업 대상으로 ADNOC의 upstream, midstream, downstream 영역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선택, 타당성연구, 기본설계(Feed) 등독점적으로
입찰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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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업체 : Bilfinger Tebodin (The Netherlands), China Petroleum Pipeline Engineering,
Engineers India,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South Korea), ILF Consulting
Engineers (Austria), Litwin PEL (UAE), Mott MacDonald (UK), MUC Oil & Gas (UAE),
Neste (Finland), Penspen (UK), Samsung Engineering (South Korea), Wood Group
(UK)
□ (건축) 부동산 개발사(Nakheel), 고급 빌라 프로젝트 추진
ㅇ 현지 부동산 개발사(Nakheel)는 두바이 제벨 알리 지역에 새로운 고급
빌라단지(418개) 조성사업을 추진, 2024년 완공예정
- 동 사업은 총 5㎢ 개발단지내 4개 룸 빌라(314개)와 5개 룸 빌라(104)
조성, 녹지 및 보행로, 스포츠 등 편의시설을 포함
ㅇ 동 사업은 사업개발 발표(5.20) 이후 4시간 만에 217개의 빌라가 선 분양
(총 2.18억불)되어 판매된 것으로 보도
- 이는 동 사업의 1단계 범위에 포함된 217개 빌라가 모두 완판된 것으로
현지 두바이 고급빌라 수요가 높은 수준임을 반증

* 빌라 최소가격은 약 9억원(2.9백만 디람)부터 시작
□ (부동산) 두바이, 부동산 가격 6년만에 상승할 것으로 기대
ㅇ 전문가들은 신속한 백신접종과 점증적 경기 회복, 정부의 부양책 등으로
UAE 부동산 경기가 6년만에 반등하여 21년 1.1%, 22년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로이터통신, 5.11)
ㅇ 금년 1분기 두바이 고가 부동산 매매 건수는 전년대비 230% 폭증한 것
으로 현지 부동산 조사업체(Property Finder)에서 발표
- 30만 디람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가 20년에 연간 54건에 그쳤으나 금년
계속 증가하여 3월 84건에서 4월 90건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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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전문가들은 고가주택 거래 증가는 UAE와 유렵 등의 현금 부자들의
보복소비 영향인 것으로 분석하고, 일반 부동산 수요는 아직 크지
않다고 평가
□ (철도) 에티하드 철도, 제벨알리 철도터미널 공사 입찰 추진
ㅇ 제벨 알리 항만･자유구역(Jebel Ali Port and Freezone)내 에티하드 철도
(Etihad Rail)를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 설계 및 조성 공사에 대한 입찰이
6월 중순 진행될 예정
- 제벨알리 철도터미널(JART) 사업은 두바이 항만운영사(DP World)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총 1억불 규모로 예상
- 동 사업은 도로 건설 및 빌딩 건축 등을 포함하여 총 12개월내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완공된 터미널은 현재 공사 중인 에티하드 철도망 2C 노선에
연결될 예정

* 철도망 B/C 노선사업은 중국철도회사(CRCC) 컨소시엄이 수주 공사 중
□ (항공) 두바이 공항, 1분기 이용객 평년대비 67% 감소
ㅇ 2020년 공항 이용객은 26백만명으로 19년 대비 70% 감소하였고, 21년
1분기 월 200만명 내외 수준으로 평년 동기 대비 67% 감소

* 두바이 공항의 수용력은 최근 연간 1억명에서 1.2명까지 증가
ㅇ 두바이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노선은 평년 대비 63%만 수준이고,

실제

운항하는 항공기는 75%만 운영 중
- 두바이 공항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34% 노동인력을 줄인 상황
ㅇ 다만, 항공 수요의 빠른 회복에 대비하여 미사용 중인 터미널1도 1주일
이면 재오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 중

* 전 세계적인 백신접종으로 항공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항공업계의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Tipping point가 언제 일지 알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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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대형 국적 공항사와 저가항공사(LCC) 간 연대 강화
ㅇ 에미리츠(Emirates) 항공과 플라이 두바이(Flydubai) 간 금년 5월 만료되는
코드쉐어(code-share) 파트너쉽을 갱신하여 현 168개 지역을 운항노선을
계속 유지 예정
- 에미리츠 항공은 영국, 인도 등 주요 지역의 여행금지로 인해서 운항률이
30-35% 수준이고, 작년 정부 재정지원(20억불)에 이어 금년에도 필요시
정부 재정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짐
ㅇ 에티하드(Etihad) 항공과 사우디 아라비안(Soudi Arabian) 항공사 간 코드
쉐어를 연장하기 위한 상호 로얄티 협정을 체결(21.5)
- 에티하드 항공은 바레인 국적항공사 걸프 항공(Gulf Air)과 지난 2월
협정을 체결하여 중동, 유럽, 아시아 지역내 30개 추가적인 코드쉐어
운항을 6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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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식품 동향
□ UAE 농업관련 정부 서비스 수수료 삭감
ㅇ UAE 기후변화환경부는 2021년 5월 1일부로 농업 부문 44개 서비스
수수료를 50% 이상 삭감하고 6개 서비스 부분의 수수료 면제를 실시
- 동 조치는 국가 식량 안보 향상, 식품 공급 체인 간소화, 지역 농산물 증
대,

젊은 농업가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내각의

결정(Cabinet

Resolution No. 30 of 2021)에 따라 이루어짐
ㅇ 감면 적용되는 수수료는 농산물 위탁판매 수수료, 유기농 로고 사용
허가 수수료, 가축 수입 허가 수수료, 사료‧농약‧비료 수입 허가 수수료
등 44개 항목
- 수수료 면제는 농업 및 가축 관련 서비스 갱신 비용, CITES 목록에 포
함된 종자의 소유권 이전 및 취소 비용, 어선 허가 갱신 및 등록비 등
22개 항목

□ 두바이 푸드 테크 밸리 계획안 발표
ㅇ 알막툼 총리 겸 두바이 룰러, 알므헤이리 식량안보특임장관은 5.1. 식품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식품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푸드테크밸리 (Food
Tech Valley) 계획을 발표
- 푸드테크밸리에는 수직 농장, 수경 재배, 수상 양식업과 같은 자급자족
생산시설이 운영되고, 약 60%가 실내 농업 및 수경 재배 시설로 사
용될 예정
ㅇ 두바이 언론은 푸드테크밸리 계획안에는 농업기술-사업의 유기적 연
결을 통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식품 혁신 센터, 농업과 로봇기술이
결합한 애그리로보틱스 등 연구 및 개발 설비,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스마트 식품 물류 허브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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