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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Ⅰ. 문제 제기
1.

연구배경 및 분석

가. 연구 추진배경
고유가 지속 및 석유산업 의존적 구조로부터 탈피 등으로 중동국
가들의 건설수요는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기준 전
년대비 140% 증가한 228억불의 수주실적을 기록하는 등 한국 건설
기업들의 중동지역 진출과 관심도 크게 증가함.
우리 건설업체들은 중동국가 특히 GCC(걸프협력위원회 : The Gulf
Cooperation Council)에 진출하여 활발한 건설활동을 벌이고 있음.
GCC는 해외건설 최대 시장인 중동지역 수주액(2007)의 약 63%인
143억불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임.
이들 중동 국가들은 입찰과정에서의 스폰서 제도, 자국 인력의 의
무고용 제도 등으로 우리 업체들은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하지만,
이에 따른 정확한 현황 분석 및 관련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제2차 이라크 전쟁(2003년) 이후 고유가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세
계 각국은 에너지자원 확보와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GCC와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음. GCC국가들도 경제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
서 장기적인 경제성장 기반 구축과 석유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개선
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
- 1 -

나. 연구의 목적
먼저 본 연구에서는 중동국가, 특히 GCC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
을 파악하고, 반시장적인 스폰서 제도, 자국인력 의무고용 등 규제실
태를 분석함. 정부조달 관련 법령 및 제도 실태, 특히 시장 제한적인
스폰서 제도, 자국인력 의무고용 등 관련 규제실태와 애로사항을 분
석하고 스폰서 제도의 활용방안을 모색함.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7년 11월 예비접촉을 거쳐 향후 진
행될 한․GCC FTA 정부조달 분야 협상을 위한 건설부문의 협상전
략을 모색함. GCC국가의 고용 및 스폰서 제도, 자국산 우대 제도 등
에 대한 FTA협상의 활용방안을 모색함.

다.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중동국가 중 최근 건설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프협력위원회 즉 GCC의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
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GCC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함. 정부조달
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 우리 업체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스폰서
제도, 의무고용 등 자국민 우대 제도를 분석함.
본 연구에서는 GCC와 FTA협상에서 논의하게 될 다양한 분야 중
건설부문에 국한하여 분석함. GCC와의 FTA에서 정부조달부문 협상
에서 많은 국내 건설업체가 현지에 진출하여 중동지역의 63%나 되
는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건설부문은 절대적으로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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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GCC 국가 정부조달 시장 동향 및 전망
1. GCC

경제 및 산업부문별 전망

가. GCC 경제 동향 및 전망
지난 수년간 국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중동지역에는 엄청난 규모
의 오일머니와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었음. 이를 기반으로 높은
경제 성장이 계속되었으며, 다수의 각종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돼 옴.
그러나 높은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인플레가 사
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함.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 경제 동향
2002년 초까지만 해도 배럴당 18불 정도에 불과했던 국제 유가(두
바이유 기준)가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2008년 들어서는 80불 대
를 돌파하는 등 급등함. 국제 유가가 수년간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
승하면서 중동지역 산유국에는 오일머니가 급증함. 석유수출국기구
(OPEC) 통계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
4개국의 2006년도 석유 수출 수입은 약 3,425억불인 것으로 알려짐.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오일머니가 유입되면서 GCC 국가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물가 상승이 주요 우려요인으로 부상함. 철강과 시멘
트 가격 상승이 특히 문제가 됐던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물가
상승에 의한 사업비 급등은 건설업체들의 주요 우려사안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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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하 경제 동향 및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동 걸프지역의 주식시장과 금융권에도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치면서 GCC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음. 국제
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전망 자료를 통해 GCC 국가들의 2009년
도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GCC의
2009년도 GDP 성장률은 2008년의 예상치인 6.2%보다 1.7% 포인트
하락한 4.5%로 전망됨.
걸프지역 국가별 2009년 경제 전망
국가

경제 전망 및 특징

전망
사우디
주변국가보다 경제성장 둔화 폭이 클 것으로 예상
아라비아 견실한 국내 수요가 석유 부문의 이익 감소를 일
정 부분 상쇄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6% 전망
UAE
- 두바이의 경제침체 및 부동산경기 하락이 논란이
되고 있으나 GCC 각국 정부가 지원할 것으로 전망
- 9.5% 전망
카타르 - 경제성장률이 타국에 비해 높은 편
-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서 글로벌 경기 영향에 취약 지적
전망
쿠웨이트 -- 5.8%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예상
- 경제 전망치 미발표
오만, 바레인 - 시장 규모가 작아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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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별 경제 동향 및 전망
1) 사우디아라비아
국제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석유 수입이 크게 증가해 2004년에
2,500억불 수준이던 GDP 규모도 2007년에 약 3,700억불로 50% 가까
이 확대됨. 물가상승률 또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10% 전후를 기록하고 있는 UAE, 카타르 등 주변 산유국에 비해서
는 상당히 안정적인 편임.
IMF는 사우디아라비아의 2009년도 경제 성장률을 당초의 5.6%에
서 1.3% 포인트 하락한 4.3%로 하향 수정함. 선진국의 경기 침체로
석유 소비가 크게 감소하여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공급량이 급감, 석유 수출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기 때문임.
2) UAE
2007년의 실질 GDP는 1,841억불로 전년대비 5.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이전 연도인 2006년(9.4%)과 2005년(8.2%)에 비해서
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임.
IMF는 UAE의 2009년도 경제 성장률이 2008년도 예상치인 7%보
다 1% 포인트 하락한 6%로 예상된다고 밝힘. 메릴린치의 전망은 보
다 비관적임. 관광산업과 교역 중심의 UAE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
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2009년도 경
제 성장률을 4.5%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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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최근 5년간 연속해서 5%대의 비교적 견실한 경제성장
률을 기록하고 있음. 고유가로 인해 석유 수출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됨.
IMF는 2009년에도 쿠웨이트가 5.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
로 전망함.
4) 카타르
2007년에 카타르의 GDP는 전년대비 12% 정도 증가하였으며, 경
제성장률 또한 두자리 수의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기록함. 2008년에
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그러나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의 하락
이 기대됨. IMF는 2009년도 경제 성장률을 당초 예상했던 12.8%에
서 3.3% 포인트 하락한 9.5%로 전망함.

다. 산업부문별 동향 및 전망
1) 건설산업 전반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동 걸프지역 산유국 건설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유동성이 고갈되고 또한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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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락하면서 자금 융자 규모가 급감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영향
이 클 것으로 예상됨.
고유가를 배경으로 국내외로부터 풍부한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그
동안 10% 내외의 높은 성장을 거듭해 온 걸프 산유국 정부들은 국
제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개발전략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경제가 장기간 침체될 경우 건설산업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반
적으로 발주물량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계획한 프로젝트의
추진이 중단되거나 심할 경우 취소되는 사태로 까지 전개될 수 있음.
건설산업 각 분야별로는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 및 경제 성장 전략에
따라 추진하게 될 발전, 정유, 석유화학 등의 플랜트 및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인프라 등 정부 및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프로젝트
보다는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건축 프로젝트,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2) 산업 부문별
가) 부동산 시장
글로벌 금융위기는 건설부문, 특히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UAE 두바이의 건설경기가 큰 타격을 입
을 것으로 예상됨. 지난 5년 여간 연평균 20∼40% 정도 성장했을
정도로 붐이 일었던 두바이의 건설산업은 더 이상 고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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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에서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여전히 공급보다 수
요가 많기 때문임. 특히 UAE 아부다비의 경우 가격이 단기간에 급
등한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유동성이 풍부한 편이고 실수요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나) 에너지 및 석유화학부문
아랍 석유 수출국 10개국에서 계획된 에너지 투자사업 규모는 4,200
억불에 달하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수년간의 사업비 증가로 인해 석
유화학 프로젝트의 사업 활동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보임. 더욱이
가스원료가 부족해지고 있어 다수의 신규 프로젝트가 취소될 것으로
전망됨. 또 다른 문제는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발전 및 담수 등의 인프
라 프로젝트와 비교하여 우선 추진 순위에서 밀린다는 점임.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됨. 중동지역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상당한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임. 앞으로 중동지역 석유화학 기업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시장의 주요 공급업자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됨.
다) 담수발전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와 함께 GCC의 전력과 물 수요도 최근 수
년간 현저하게 증가해 옴. 또한 아부다비를 제외한 걸프지역 전역에
걸쳐 전력 비축량이 현저하게 감소함. 2007년 단가를 기준으로 향후
GCC 각국은 신규 전력 생산능력 확보에 500억불, 담수용량 확대에
200억불의 신규 투자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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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담수발전사업(IWPP)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사업 추
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 그렇지
만 걸프지역 각국 정부의 입장에서 경제 및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 및 담수 플랜트의 확충이 매우 필요한 실정
임. 따라서 각국 정부는 지역과 신설 산업단지 및 신도시 등의 상황
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발전 및 담수
플랜트에 대해서는 직접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됨.
라) 교통인프라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역내 정치
및 경제적 통합을 앞당기기 위한 도로, 철도, 경전철, 교량 및 코즈
웨이 등의 교통인프라는 비교적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 조달과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예
상되는 만큼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주요국 입장에서 자국민의 편의와 자국의 경제 발전에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프로젝트는 우선 순위에서 밀
릴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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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CC

정부조달 시장 동향

가. 정부조달 시장 개념과 건설부문 범위
정부조달 시장의 건설부문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의한 건설 관련 재화 및 용역의 조달행위를 말함.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사업의 설계 및
감리 등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활동,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기
자재 공급 활동, 시공업무 수행 활동 등이라고 할 수 있음.

나. GCC 정부조달 시장 건설부문 규모
1) 중동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에서의 GCC의 위치
GCC 전체 건설시장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
중은 매우 높은 실정임. 2007년 기준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
규모는 전체 건설시장의 약 64%인 1,100억불 정도로 추정됨.
GCC

건설시장에서의 정부조달시장(건설부문) 규모('07)

정부조달시장
1,100억불
63%

민간건설시장
640억불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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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2007년 기준 GCC 국가별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의 규모는 사우
디아라비아가 36%(약 390억불)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됨. 기타 국가
별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 규모는 UAE 약 250억불, 카타르 약
220억불, 쿠웨이트 약 110억불, 오만 약 100억불, 바레인 약 30억불
등의 순으로 추산됨.
GCC

국가별 정부조달시장(건설부문) 규모('07)

390

[단위: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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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3) 공종별
2007년 기준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의 공종별 규모를 보면
플랜트가 전체의 60%인 약 660억불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됨. 기타
공종별 현황을 보면 건축 약 190억불, 토목 약 180억불, 기타(전기통
신 및 용역 등) 약 70억불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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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

정부조달시장(건설부문) 공종별 규모('07)

토목
180억불
16%

기타
70억불
6%

플랜트
660억불
61%

건축
190억불
17%

3. GCC

정부조달 시장 건설부문 진출실태 분석

가. 외국기업 진출현황
1) 진출기업 출신지역별
2007년도 계약금액 기준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에 진출한
기업의 출신지역을 보면 현지에 기반을 둔 중동지역 출신 기업들이
34%로 가장 많은 약 375억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으로 추
정됨. 기타 진출기업의 출신지역별 현황을 보면 유럽 약 300억불, 아
시아 약 240억불, 미주 약 155억불, 기타 약 30억불 등의 순으로 나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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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기업 출신지역별 GCC 정부조달시장(건설부문) 진출현황('07)
기타
30억불
3%

미주
155억불
14%

중동
375억불
34%

아시아
240억불
22%
유럽
300억불
27%

2) 국가별
진출기업의 출신지역별 GCC 국가별 진출현황을 보면 중동지역 출
신기업(자국 계약금액 포함)은 사우디(전체의 약 39%)에 가장 활발
히 진출한 것으로 파악됨. 기타 유럽지역 출신기업은 UAE(전체의
약 29%)에 그리고 아시아지역 출신기업은 카타르(전체의 약 34%)에
가장 활발히 진출했던 것으로 파악됨.
진출기업 출신지역별 GCC 국가 정부조달시장(건설부문) 진출현황('07)
출신 국가
중동
유럽
아시아
미주
기타
합계

GCC
375
300
240
155
30
1100

사우디
146
82
41
116
5
390

단위: 억불)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

UAE
76
86
53
10
25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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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55
82
0
0
220

30
23
28
29
0
110

29
41
30
0
0
100

11
13
6
0
0
30

3) 공종별
2007년 기준 외국 건설기업의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의 공
종별 계약공사를 보면 플랜트 부문에서 가장 많은 약 670억불의 프
로젝트를 수주한 것으로 추정됨. 기타 공종별 진출 현황을 보면 건
축 약 185억불, 토목 약 175억불, 기타(전기통신 및 용역 등) 약 70
억불 등의 순으로 나타남.
외국기업의 GCC 공종별 정부조달시장(건설부문) 진출현황('07)
건축
185억불
17%

기타
70억불
6%

플랜트
670억불
61%

토목
175억불
16%

나. 한국 건설기업 진출현황
2007년 기준 한국 건설기업은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약
1,100억불 추정)에서 약 121억불(11%)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함. 이
는 아시아 지역 기업들이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에서 수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약금액(240억불)의 약 50% 그리고 우리 기업이
중동지역 전체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에서 수주한 계약금액(약
189억불)의 약 64%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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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별
2007년 기준 한국 건설기업이 진출한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
문)의 최대 시장은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의 약 4.2%, 우리
기업의 동 부문 계약금액의 약 38%에 해당하는 약 46억불을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로 나타남. 기타 GCC 국가별 정부조달 시장(건설부
문)의 수주실적을 보면 UAE 약 28억불, 쿠웨이트 약 24억불, 카타르
약 15억불, 오만 약 7억불, 바레인 약 1억불 등의 순임.
한국 건설기업의 GCC 국가별 정부조달시장(건설부문) 진출현황('07)
카타르
1,537
13%

오만
742
6%

[단위: 백만불]

바레인
109
1%

쿠웨이트
2,352
19%

사우디
4,555
38%

UAE
2,832
23%

2) 연도별
2006년 기준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에서 약 57억불의 공사
를 수주한 한국 건설기업은 2007년에는 전년대비 약 110% 증가한
약 121억불의 프로젝트를 수주함. 2008년 들어서도 수주액은 계속해
서 증가, 10월말 기준 약 164억불의 공사를 수주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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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기업의 연도별 GCC 정부조달시장(건설부문) 진출현황

25,000

164억불
20,000
121억불
15,000
57억불

10,000
5,000
2006

2007

2008.10

3) 공종별
2007년 기준 한국 건설기업의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의 공
종별 계약공사를 보면 플랜트에서 가장 많은 약 100억불(전체의 약
82%)을 수주함. 기타 공종별 수주현황을 보면 토목 약 12억불, 기타
(전기통신 및 용역 등) 약 5억불, 건축 약 4억불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국 건설기업의 GCC 공종별 정부조달시장(건설부문) 진출현황('07)
건축 기타
토목 388 528
1,249 3% 4%
10%

플랜트
9,96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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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불]

Ⅲ. 고용 등 현지인 우대제도
1.

사우디아라비아

가. 입찰 참가 제한
물품구매 및 일반용역의 정부조달 국내입찰 시에는 내국인 또는
국내등록기업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며, 외국인 또는 국내등
록기업이 아닌 경우는 참가가 불가능함. 물론, 국내기업이라 하더라
도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입찰참가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사우디는 현재까지 WTO 정부조달협정(GPA)회원에 가입하지 않아
GPA 양허하한선 금액이상이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국제입찰에 부치
지 않아도 무방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사항은 사안에 따라 결정하며,
국내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내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면허취득 제한 및 등급제도
2000년 4월 SAGIA(사우디 투자청)이 설립되면서 모든 외국업체의
진출은 SAGIA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상무성에서
Commercial Registration을 발급하고 있음.
등급분류제도의 시행목적은 업체의 시공능력 및 생산성 제고와 사
업자의 손실예방에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자국업체 육성 및 외국업체
참여를 제한하는데 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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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지인 의무고용제도
기업의 고용인구중 사우디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사우디
아라비아화(Saudization) 비율을 1999년 44.2%에서 매년 5%씩 증가
하여 2004년 53.2%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청년실업의 지
속적 증가 추세에 따라 2005년 9월 노동법 개정을 통해 사우디인 의
무고용 비율을 75%로 확대하였음. 다만, 사우디 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
사우디인 의무고용제는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정부는 외국 노동력은 숙련 및 반숙련 인력으로 제한하고,
사무직 및 개인용역 분야 중 13개 직종에 대한 외국인 취업허가를
중단하고 14개 직종에 대하여 취업허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
축하는 조치를 시행중에 있음.

라. 자국산 우대 제도
◦ 국내산 의무조달
1983년 정부령 및 1984년 시행규칙에 따라 정부조달 계약자는 의
무적으로 계약금액의 30%를 사우디 기업에 재계약토록 하는 30%
Rule을 적용하고 있음. 동 제도는 조달법에 언급되지 않아 계속 시
행되고 있으나, 신규 조달법 시행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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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우디 기업에 대한 30%이상 하청계획은 입찰참가 시 제출
하고, 하청 대상이 되는 사우디 기업은 사우디 국민이 100% 소유한
사우디 법인으로 한정됨.(외국 현지법인, 국내외합작투자기업 제외)
◦ 국내산 가격우대
2008.1.1.부터 GCC 공동시장(단일시장) 출범에 따라 GCC국가 국
민 및 기업은 역내 모든 국가에 대해 자국민 대우를 하기 때문에 자
국산 우대의 원칙은 GCC 국가 우대의 원칙이라 할 수 있음. 국내산
우대제도 중 종전까지 가장 특혜를 부여한 제도는 10% 가격우대 제
도로서 GCC 국가산 제품에 대해 외국제품보다 10% 높게 구매하는
특혜임. 그러나, 신규 조달법에는 10% 가격우대 제도규정이 삭제되
어 법적으로는 가격우대제도가 철폐된 상태임.
신규 조달법에는 국내산 가격우대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현재까지
는 대부분 공사에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임.
◦ 절충교역 프로그램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절충교역(Offset) 제도는 방산,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주요 정부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수출액
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보상 투자토록 하는 제도임.
◦ 역외 보증 불인정
건설보증 관련 국내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보증서만 인정되며 역외
보증서는 인정하지 않음.
- 19 -

2. UAE

가. 입찰참가 제한
UAE 정부 입찰에는 원칙적으로 UAE 회사(자국민 51%이상 지분
소유) 또는 UAE 국민만 참가할 수 있으며, 외국회사의 경우, UAE
내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여 가능함.
입찰자격 조건으로 과거 UAE 및 걸프 지역에서의 동일 분야 공사
실적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동남아 등지에서의 수행실적은 인정
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은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움.

나. 면허취득 제한 및 등급제도
회사 설립지 관할 에미리트 정부로부터 해당면허를 취득하고 관할
에미리트 상공회의소에 등록한 후에 연방정부 경제․통상부에 등록
해야 함. 관할 에미리트 정부가 발급하는 라이센스는 해당 에미리트
에서만 유효하므로 다른 에미리트지역에서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해
당 에미리트로부터 별도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함.
업체의 시공능력 및 생산성 제고와 사업자의 손실예방을 위해 등
급분류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자국업체 육성 및 외국업
체 참여를 제한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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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지인 의무고용제도
UAE 노동법규는 1980년도에 제정된 연방법(Federal Law on
Regulating Labor Relations)이 있으며, 동 법으로 고용자와 피고
용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동 법에 의하면 현지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영자와 기술
자는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반노동자와 종업원도 대
부분 외국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음. 고용 절차는 크게 내국인과 외국
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라. 자국산 우대 제도
◦ 절충교역 프로그램
UAE는 2차 걸프전 이후 국방분야의 현대화 필요성이 대두되었
고 이와 동시에 UAE 내수 경기 진작을 도모해야한다는 취지하에
1992년 이후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였음. 동 제도를 통하여 외국
회사와의 교류를 기반으로한 신기술 도입, 내수 산업 및 시장 활성
화 등의 효과를 거두고자 함.
절충교역 계약시 합작 회사를 설립해야함. UAE 상법에 의거 외
국계 회사의 설립시 회사 지분의 최대 49%까지 외국인(나머지 51%
지분은 UAE 자국민이 소유)이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절충교역 제
도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자유무역지대에 설립된 100% 외국인
지분 기업의 경우 절충교역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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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관련 적용 비율은 60%이며 7년내 UAE 경제에 환원해
야하는 조건을 요구함. 상기 비율에 대한 UAE 투자 분야는 농업,
교통, 환경, 교육, 의료 산업 등 다양하게 적용되며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UAE OPB(Offset Program Bureau)에서 인정하는 분야 및
방식으로 경제 환원이 이루어져야 함. 2008년 1월 현재 절충교역
프로그램에 의해 33개의 합작 회사가 설립되어 있음.
◦ 역외 보증 불인정
입찰 보증금은 UAE 유력은행 발행 Irrevocable of Guarantee로
총 오퍼 가격의 5-10%를 제출함. 입찰 서류 제출일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날로부터 150일간 유효하며 그 외 외국기관의 보증서는 인정
하지 않음.
3.

쿠웨이트

가. 입찰참가 제한
국내 입찰 참가자는 현지 상공회의소 등록한 현지기업으로 한정
함. 그리고 입찰 참가자 분류 위원회는 입찰 참가자를 규모와 능력
에 따라 분류하며 그 범위내 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함.
국제 입찰에서 외국기업은 현지 에이젼트와의 에이젼트 계약이 등
록되어야 함. 특정 국영기업 및 정부부처의 경우, PQ 심사 및 벤더
등록 제도를 두어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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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허취득 제한 및 등급제도
건설업 허가는 쿠웨이트 업체만 받을 수 있으며, 외국 건설업체는
쿠웨이트 파트너, 에이전트(스폰서) 등을 통해 상공부 등 당국에 등
록해야 함. 현지인 또는 기업 파트너나 대리인을 통해 당국에 등록을
필한 외국 건설업체만이 국제입찰을 거쳐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부
여되는데, 외국 건설업체는 국제입찰에 부쳐진 사업만 수행 가능함.
입찰중앙위원회(Central Tenders Committee; CTC)는 벤더로 등록
한 현지 업체들을 공종별, 등급별로 분류한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으
며, 공사입찰시 해당 등급에 소속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 초청함.
도급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등급분류는 CTC의 등급분류위원회에서
실시함.

다. 현지인 의무고용제도
자국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하는
전체인력에 대한 쿠웨이트 현지인 고용비율(직급별 인원수, 보수 등)
을 입찰서에 명시하고 있음.
고용주(또는 스폰서, 에이전트)가 해당 외국인이 쿠웨이트에 입국
하기 전에 "사회·노동부"에서 취업허가를 획득하여 해외 주재 쿠웨
이트 대사관을 통해 송부해야 함.
노동허가 발급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로서 거주허가를 적법하게
취득한 자에 한하고 노동허가 발급 요건이 무효화된 경우이거나 쿠웨
이트를 떠난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노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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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국산 우대 제도
◦ 자국산 가격 우대
입찰법에는 국내산(GCC산 포함)이 수입물품과 품질이 동일하고 국
내산 가격이 수입품에 비해 높지만 10% 이내 일 경우, 해당 국내산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산은 동일 현지
제조 물품에 비해 가격이 10% 이상 저렴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름.
자재 수송 시 쿠웨이트 등록 선박 또는 항공기 이용하고, 건설인
력의 “쿠웨이트 항공(KIA)” 또는 해당국가 국적기 이용을 요구함.
◦ 절충교역 프로그램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KD100만(약 330만 달러) 이상의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 업체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30%를 쿠웨이트에 투자하도록 하는 Offset Program을 199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음. 다만, 석유 및 석유화학 부문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충 교역 제도에서 제외됨.
현재 석유 및 석유화학 시설 공사 부문은 절충교역 프로그램이 적
용되지 않고 있어 혜택을 보고 있으나, 우리 업체들은 그 범위가 도
로, 정부 소유 건물 등 점차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역외 보증 불인정
쿠웨이트 현지은행 통해서 발급된 보증만 인정함. 우리나라의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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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한국기업들의 신인도 하락으로 한국내 국책은행 등이
한 복보증 제출을 요구했었으나 최근에는 많이 사라지는 추세임.
4.

카타르

가. 입찰참가 제한
외국 회사도 카타르 정부 발주에 참여가 가능하나 낙찰시에는 카
타르 자국민 에이전트를 지정하여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외
국 기업은 카타르 투자 진출을 통한 합작 회사 설립 또는 지점을 설
립하거나, 입찰 전후 카타르 자국민 에이전트를 지정해야 하는 등
외국 회사 참여가 제한됨.

나. 면허취득 제한 및 등급제도
사업등록을 하려면 공사수행 전에 반드시 재무성(Ministry of
Finance, Economy and Trade)이나 도시 농업성(Min. of Municipal
Affairs & Agriculture)에서 사업등록(Commercial Registration: CR)
을 해야 하고, CR은 현지 스폰서를 통해 취득해야 함. 또한 기존
CR 유효기간 중에 추가 공사를 수주할 경우, CR에 추가 기재하여야
하며 별도의 CR 취득은 필요 없음.
도급한도 등급분류는 현지 건설업체에 한하는데, 재무성 산하 중
앙 입찰위원회(Central Tenders Committee; CTC)에서 자본금, 장비,
인력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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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지인 의무고용제도
수전력성 및 시청 발주공사에서는 규정상 현지인 우대(Local
Preference)가 적용되는데, 대체적으로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발주처
는 입찰조건에 현지인력 고용 및 현지자원 이용(30%)을 명시하고
있음.
다른 GCC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카타르의 노동력도 대부분 외국인
으로 전체 노동인력 중 1/4정도가 자국민이고 나머지는 인도, 파키스
탄, 필리핀 등 제 3국인 출신임.

라. 자국산 우대 제도
◦ 자국산 가격 우대
법적으로 정부조달 입찰시 자국민 및 GCC 국가 우대 규정이 있어
단순 물품 및 서비스 조달 입찰시 상대적으로 외국회사가 불리하며
우대 비율은 자국 회사의 경우 입찰 가격 10% 우대, GCC 회원국
회사는 입찰 가격의 5%의 우대 혜택을 받음.
◦ 역외 보증 불인정
일반적으로 입찰 보증금은 계약액의 5%, 이행 보증금은 계약액의
10%이나 프로젝트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음. 입찰 보증금 및 이
행 보증금은 카타르 국내 은행에 의해 발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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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만

가. 입찰참가 제한
오만 현지기업은 오만입찰청(Tender Board)이 발주한 국내입찰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입찰청에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 입찰에 참
가 가능함. 프로젝트가 해당 등급을 제한할 경우에는 해당등급 이상
의 기업만 참가할 수 있음. 외국기업이 국내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는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자본금 130만 달러 이상의 외국건설업체는 국제입찰의 경우에 한
해 입찰금액에 제한없이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입찰참가시
사전에 건설업 허가는 필요하지 않음.

나. 면허취득 제한 및 등급제도
외국 업체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인 또는 지사설립과
함께 건설업 허가를 취득해야 함. 상공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nce)로부터 건설업 허가를 취득 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
야하며 매년 갱신이 필요함.
건설업 등급은 건설업체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등급별로
수주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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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지인 의무고용제도
오만은 오만화(Omanization) 정책을 통해 외국인 노동인력을 자국
노동인력으로 점진 대체할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제6차 경
제개발계획기간(2001∼2006) 중 민간부문에 100,000인의 오만인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음.
산업부문별 오만화 목표 설정(2007년 기준)을 살펴보면 건설업은
30%, 산업분야 중 IT는 25%, 통신은 55%, 자동차는 70%이고 관광
및 여행분야 중 항공은 93% 등 임.
30%의 오만화 정책으로 업체는 프로젝트 계약시 고용비율에 대해
오만정부와 사전에 합의해야 함. 현지인 고용 최소기준이 30%이지
만 통상적으로 30%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매년 말 모든 업체들은 오만화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며, 목표 미
달 업체는 정부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외국인 채용
을 위한 노동자 신고서를 요청할 수 없음. 그리고 외국인 고용기업
으로부터 기부금을 강제 징수하여, 오만인 기술 및 직업훈련을 위한
재정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라. 자국산 우대 제도
◦ 자국기업 의무 조달
오만 현지기업 합작 및 하도급 의무는 의무사항이 아님. 하지만
하도급 관련, 발주처에서 하도급을 강력히 권고할 뿐만 아니라,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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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기업에 대해 우대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이 불
가피한 실정임
◦ 자국산 가격 우대
정부 조달시는 구매계약 조건 및 기술사양을 충족하는 오만 국산
제품 및 GCC원산제품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데, 오만 국산제품은
유사 외국제품에 대해 10%, GCC 원산제품에 대해 5%의 가격특혜
를 부여함.
낙찰자가 자재 및 공구기계 등을 구매할 경우에도 오만 국산제품
에 대해 동일한 특혜를 부여함. 하지만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오만 현지기업(자본금 최대 70%)도 오만내 기업으로 인정되기 때문
에 동 기업이 제조한 제품도 오만 국내산으로 인정함.
◦ 벤더 등록
입찰청에 의하지 않는 발주처 자체 정부조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전에 벤더등록이 필요하며, 벤더등록 된 업체에 한해서 정부조달
에 참가할 수 있음.
◦ 역외 보증 불인정
오만 국내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보증서만 인정됨.

- 29 -

6.

바레인

가. 입찰참가 제한
외국 기업의 주재국 공사, 입찰 참여시 소형공사는 각 발주 기관
에서 직접 담당하지만, 대형국책 공사는 해당 발주자에 등록하여 주
재국의 PQ를 획득하여야 함.

나. 면허취득 제한 및 등급제도
외국 건설업체의 참여가 개방되어 있어, 외국기업의 현지 지점의
개설로 충분하며, 별도의 건설업 허가는 불필요함.

다. 현지인 의무고용제도
바레인 정부는 2005년부터 제3국인에 대한 취업비자의 발급 및 갱
신을 금지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자국인화가 가
능한 직종은 100% 자국인을 고용할 계획을 발표함.
그러나 2007년 12월, Majeed Al Alawi 노동부 장관은 2008년 7월
부터 민간부문의 현지인 고용 의무 비율을 낮추고 노동허가 수수료
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에따라 건설부문 현지인 고용 의무
비율은 10%→ 8%로 낮추고, 노동 허가(유효기간 2년) 수수료를
BD100(약266불)→ BD200(약 532불)로 높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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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국산 우대 제도
◦ 벤더 등록
수상령(Prime Ministerial Edict) No. 21/1987에 의거 정부 조달 부
문 입찰시 자국민 및 GCC 국가 우대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우대
비율은 자국 회사의 경우 입찰 가격 10% 우대, GCC 회원국 회사는
입찰 가격의 5% 우대 혜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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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스폰서 제도
1. GCC

스폰서 제도 도입 배경

걸프 아랍지역에서 스폰서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정리한 내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대부분이 구술에 의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일반적으로 아랍지역에 스폰서 제도가 도입된 것은 자국인
보다 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외국인을 효과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
는 한편, 스폰서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지불받게 함으로써 자국민에
게 경제적 부를 가져다주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됨.
GCC 스폰서 제도의 도입 배경으로는 첫째, 외국인 수가 자국민
수보다 많아져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안 및 정치적 불안정에 효과적으
로 대처하기 위해서임. 예를 들면 쿠웨이트 인구의 외국인의 변화는
1961년 16만명에서 2005년 200만명으로 급속히 늘어났고 둘째, 특정
업종에 특정 국가의 노동력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발생할 수 있는 스
트라이크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서 차질 없는 산업 및 경제 발
전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셋째, 기본 소득 외 추가 수익을 통한 자국
민의 경제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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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폰서 제도 관련 애로사항 분석

중동 걸프지역 건설시장에의 진출을 추진했거나 추진해 온 건설회
사들은 스폰서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던 것으로 조
사됨. 초기에는 주로 스폰서 제도 관련 자료 및 법규, 관련 사례, 신
뢰할만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남. 조사 과정에
서도 담당 기관이 불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폰서인지 여부를 확
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스폰서 계약 체결 후에도 당초 기대
와 달리 스폰서의 역할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
됨.
스폰서 제도 관련 초기 애로사항
스폰서 제도 관련 자료 등 정보와 법규를 찾기가 어려움. 특히
국내에 관련 정보가 부족하였음
- 관련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음
- 기 진출업체의 도움을 얻기가 어려웠음
- 신뢰할 만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으며, 수집한 자료도
신뢰성이 떨어졌음
-

현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79%가
명확한 관련 법규와 담당기관이 없는 점을 거론함. 스폰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수 기업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폰서 변경을
고려했던 것으로 파악됨.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리고 제도
적․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스폰서를 변경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
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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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용 및 스폰서 제도 활용방안
1.

스폰서 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가. 스폰서 선정절차 및 유의사항
ㅇ 스폰서 제도에 대한 기본인식
외국인과 외국기업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다른 지역에는 없는
GCC만의 독특한 제도인 스폰서 제도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하지만 스폰서 제도의 도입 배
경과 이에 대해 정당화하는 현지인들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GCC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제도 자체의 불합리한 점을 논
하기 보다는 자사가 설정한 진출 전략과 목적 그리고 자사의 실정에
부합하는 스폰서를 선정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스폰서 선정절차 및 유의사항
진출 국가 결정
- 해외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 통한 진출국 시장 정보 수집
- MEED 등 전문 잡지 정보 활용 등

⇩

스폰서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 국내: 해외건설협회, 현지 진출 기업 국내 본사, 인터넷 등
- 현지: 현지 진출 기업, 교민, 친분있는 현지기업, 아국공관 등
- 34 -

⇩

스폰서 역할에 대한 기업 내부방침 결정
- 행정적 업무처리 중심 활용 단순 스폰서
- 상기 역할 외에 프로젝트 정보 제공 등 수주활동 활용 목적스폰서

⇩

스폰서 대상 기업․현지인 물색
- 현지 진출 한국 기업 관계자
- 현지 장기 체재 교민
- 친분있는 현지기업 관계자
- 건설 관련 컨퍼런스 참여 통해 알게 된 현지기업
- 상공회의소 등 기업 지원 관련 기관
- 로펌 또는 회계사무소(비용이 다소 비싼 점이 단점)
- 기타 신문 광고 등

⇩

*
*

대상 스폰서에 대한 신용도 확인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
로펌 또는 공인회계사 등(비용이 비싼 점이 단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철저한 확인 필요
크로스 체크 통한 비교 평가 필요

⇩

스폰서와 협의 통해 역할 및 수수료 결정
- 내부 방침에 의해 결정된 스폰서 역할 기준에 따라 협의
- 수수료 지불방식 중 자사에 적합한 방식 택일
① 연간 일정금액과 프로젝트 계약 기여시 성공불 지급
② 연간 일정금액 지급
③ 프로젝트 계약 기여시 성공불 지급
* 수수료(연간 일정금액) 수준: 10,000～16,000불(UAE)
* 스폰서와 지속적이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통해 상호 역할
및 수수료 등 협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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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와 계약 체결
- 공식 스폰서 계약서: 없음
- 계약기간: 보통 2∼3년
* 계약서 서명후 공증 바람직
* 한 스폰서가 복수의 외국기업과 스폰서 계약 체결 가능

⇩

-

스폰서 활용
지사 및 법인 설립
주재원의 거주비자 및 외국인 근로자 노동비자 발급
귀국시 허가
은행 계좌 개설
사무실 및 주택 임차
기타 각종 관공서 인허가 획득 등

나. 스폰서 제도 효율적 활용방안
1)

기업 차원

ㅇ 자사 진출전략 및 현실을 감안, 내부적으로 스폰서 역할 기준
결정
기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 중인 많은 기업들이 스폰서의 역할에 대
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신규 진출을
추진한 기업들은 대체로 진출 초기부터 스폰서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기대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하여 자사에 최대한 적합한 스
폰서를 찾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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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사 실정과 추구 목적에 부합하는 스폰서 물색
기 진출 기업의 많은 관계자들은 스폰서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기
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밝히고 있음. 오히려 영향력이 크지 않더
라도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나 비자를 발급할 시에 적극 협조하고
정직한 스폰서가 장기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함. 따라서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은 자사의
실정과 자사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스폰서를 물색하는 데 보
다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스폰서에 대한 철저한 신용 조사
스폰서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돼 있음.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철수하지 않는 이상 별 다
른 도리가 없는 실정임. 스폰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스폰서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움.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스폰서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하였다고 밝힘. 이러
한 점을 고려할 때, 초기에 스폰서를 물색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스
폰서의 신용도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함.
ㅇ 스폰서와 역할 및 수수료 수준 등의 계약조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후 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
기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업들이 스
폰서의 역할이 불만족스럽고 또한 수수료가 비싼 편이라고 밝힘. 문
제는 스폰서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리고 계약서에
명기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수료를 지불하지
- 37 -

않을 수 없다는 점임. 따라서 스폰서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스폰서의
역할 및 수수료 관련 조항 등을 분명하게 명기함으로써 스폰서로 하
여금 최대한 자신의 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ㅇ 스폰서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관계 구축
스폰서와 한 번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완전
히 철수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같은 스폰서와 관계를 유지할 수 밖
에 없음. 그만큼 스폰서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
다고 할 수 있음. 국내 대기업의 하청사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던 한
중소기업의 관계자는 자사가 독자적으로 진출하기로 결정한 후, 스
폰서 대상으로 정한 자사의 현지 협력사와 자사의 비전 및 현재 사
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한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스
폰서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밝힘. 물론 이익에 대해서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공유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
다고 말함.
2)

정부 차원

ㅇ 스폰서 양성화 타진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국가 시험을 보거나 자격증을 획득
할 필요는 없음. 성인이 되면 현지인은 누구나 스폰서가 될 수 있음.
문제는 스폰서의 자질이나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
따라서 해당 국가가 시험을 실시하거나 등록할 경우 스폰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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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우리 기업과 기업인
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ㅇ 외국인 전용 스폰서 상담창구 설립 타진
많은 기업 관계자들은 스폰서 관련 제도나 정보 수집을 위해 현지
에 출장을 갔지만 마땅히 방문할 만한 적합한 기관이 없어서 큰 어
려움을 겪었다고 말함. 또한 스폰서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문제가 발
생하더라도 마땅히 고충을 토로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도 가능한한 스폰서와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말함. 따라서 해당국 정부가 스폰서 관련 제반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스폰서 상담창구
를 설립할 경우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ㅇ 주한 공관(UAE)의 과다한 서류 공증 수수료 현실화 요구
주한 UAE 대사관이 특히 서류에 대한 공증 수수료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스폰서 계약 이후 지사 설립 과정
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위임장의 경우, 수수료가 80만
원에 달하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 UAE 주변
국 공관이 같은 종류의 서류에 대해 17,000～30,000원 정도의 수수료
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따라서 정
부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공증 수수료를 완화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진출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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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국 주재 한국 공관을 활용하여 평판이 좋지 않은 스폰서
(스폰서 소개 브로커 포함) 리스트화
기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업들은 초
기에 스폰서 관련 정보를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교민이나 진출
한국 기업 지사 등의 관계자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알려짐. 문제는
일부 교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스폰서를 소개하거나 지나치게 스폰서
의 능력을 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
로 스폰서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임. 따라서 현지 주재 한국 공관을 활용하여 평판이 좋지 않은 스
폰서나 스폰서 소개 브로커의 명단을 작성하면 신규 진출을 모색하
는 기업은 스폰서 물색 단계에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리
스크 또한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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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 등 현지인 우대에 대한 FTA 활용 방안

가. FTA를 통한 건설 교역 장벽 제거 가능성
GCC 각 국가에는 법령을 통하여 조달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정부가 각 부처나 지방정부에 법령을
통하여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임. 따라서 한국과 GCC 국가들
이 FTA를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GCC 국가의 중앙정
부는 법령을 통하여 FTA의 협상결과를 정부부처나 지방정부에 인
식시킬 수 있음.
한국 건설업체들은 GCC 국가들의 정부조달 건설서비스 시장에 진
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스폰서 제도, 고용제도 등 각종 시장장벽
은 한국업체들의 시장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FTA를 통하여
시장장벽을 제거할 수 있으면 한국 건설업체들의 시장접근에 큰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임.

나. 현지인 의무고용에 대한 FTA 활용방안
현지인 고용의무는 외국업체들에 대한 차별적 의무가 아니라 국
내업체들도 지켜야 하는 비차별적 의무임. 따라서 법적으로 본다면
한국정부가 FTA협상을 통해 현지인 고용의무를 제거하거나 완화는
것은 스폰서 제도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보다 다소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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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정부조달 협정이나 한미FTA 등 한국이 체결한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정을 보면 조달에 있어서 각 국가의 정부는 자격심사 또
는 입찰과정에서 공급업체를 심사할 때 업체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각 공급업체가 조달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법적, 상업적, 기
술적, 금융적 여력에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지인 고용조
건은 조달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
에 이러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논리로 현
지인 고용조건의 폐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임.
현지인 고용제도가 GCC 국가들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현지인 고용제도의 사용을 제한시키는 방법을 고
려해야 함.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가 체결한 NAFTA협정의 정부조
달 분야를 보면 건설서비스 정부조달에 있어서 멕시코는 현지인 고
용조건을 입찰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지만, 정부가 현지인 고용조건
을 의무화할 수 있는 조달의 건수, 그리고 조달 건들의 총 금액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멕시코는 무조건 모든 입찰에 현지
인 고용조건을 의무화할 수 없고, 오직 일정 비율의 조달에서만 고
용조건을 의무화할 수 있는데, 차선책으로 한국은 이러한 고용조건
의 제한을 FTA에서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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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고용의무제도
국가명

내 용
- 노동법에 의해 자국민을 75%이상 고용토록 의무화(불가능할 경
사우디아라비아 우 노동부 장관이 비율조정 가능)
- 건설업의 경우 10%, 제조업의 경우 30% 적용
UAE
- 일반적으로 자국민 채용 의무 없음
쿠웨이트 - 건설업 의무고용 비율은 2%로 법으로 규정.
- 강제 사항은 아니나 계약 내용상 권고 사항 또는 필수 사항
으로 명기 가능(수전력성 및 시청 발주공사에서는 규정상
카타르
Local Preference 적용)
- 대체적으로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현지인력 고용 및 현지자원
이용 30%을 명시
오만
- 건설계약의 경우 약 35%의 오만인을 고용
- 노동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부처 규정으로 업종
별 의무 고용 비율을 책정 및 적용
바레인
- 금융업 50%, 물류 서비스업 20% 등

다. 입찰자격 제한에 대한 FTA 활용방안
일부 GCC 국가에서는 공급업체가 벤더(vendor)로 등록되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벤더 등록과정이 불투명할 수 있으며
스폰서가 꼭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벤더 제도 외에
도 입찰청 사전등록제도나 PQ 심사제도에서 외국업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있음.
한국은 FTA를 통하여 벤더등록제도, 입찰청 사전등록제도 및 PQ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차별적 대우를 완화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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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바레인 FTA와 미-오만 FTA에는 상설자격심사합격자 목록을
유지하는 경우, 이 때 자격을 심사하거나 목록을 유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종 투명성 조건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함. 벤더 목록도 일
종의 상설자격심사합격자 목록이므로 벤더의 등록과정도 multi-use
list와 같은 절차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을 한-GCC FTA에
구체적으로 삽입하거나 암시적으로 합의할 수 있음.

라. 자국산 의무조달 및 가격 우대에 대한 FTA 활용방안
1)

자국산 우대(local preference)

현재 미-바레인 FTA나 미-오만 FTA에서는 국산품 사용을 구체
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음. 한국이 체결한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
정이나 미-바레인 FTA, 미-오만 FTA에서는 정부조달 입찰에 있어
서 불필요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산품 사용조
건은 이러한 불필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간주할 수 있음.
한-GCC 협정문에서는 국산품이나 국내 노동력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던지, 아니면 국산품, 국내 노동력의 사용을 의무화하
는 조달의 총규모를 엄격하게 제한시키는 조항이 필요함.
NAFTA에서 멕시코 정부는 조달에서 현지 노동이나 국산품 사용
을 의무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매년
이러한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 조달의 건수와 규모를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음. 미-오만 FTA에서는 국산품 의무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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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제도명

자국산 우대제도

내용
- 2006.9. 정부입찰 및 조달법 개정전까지 자국산
제품에 대해 10% 가격우대
- 신규 조달법에는 동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현재까
가격우대 지는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 동 규정은 일반건설계약 및 유지보수계약 등 모든 공
공사업에 적용하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사우디
사우디 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
아라비아
니함
- 정부령(Cabinet Decree No. 123, 1983.3.14) 및 시행
(1984.8)에 의거 계약금액의 30%를 자국기업에
자국기업 규칙
(하청)
재계약(하청) - 재계약
하청 대상이 되는 사우디 기업은 사우디 국민이
의무
100% 소유한 사우디 법인으로 한정됨(외국 현지법
인, 국내외합작투자기업은 제외)
가격우대 - 강제사항 없음
UAE 자국기업
- 강제 사항은 아니나 계약 내용상 권고 사항 또는
재계약(하청) 필수 사항으로 명기 가능
가격우대 - 입찰법에는 국내산 10% 이내
쿠웨이트 자국기업 - 법에 규정됨
재계약(하청)
회사 입찰 가격 10% 우대, GCC 회원국 회사
가격우대 - 자국
는
입찰
가격의 5%의 우대
카타르 자국기업 - 강제 사항은
아니나 계약 내용상 권고 사항 또는
재계약(하청) 필수 사항으로 명기 가능
- 자국 회사 입찰 가격 10% 우대, GCC 회원국 회사
는 입찰 가격의 5%의 우대
가격우대 -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오만 현지기업(자본금 최
오만
대 70%)도 오만내 기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동기
업이 제조한 제품도 오만 국내산으로 인정
자국기업 - 현재 밝혀진 내용 없음.
재계약(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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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우대 바레인 자국기업
재계약(하청) 의무
2)

자국 회사 입찰 가격 10% 우대, GCC 회원국 회사
는 입찰 가격의 5%의 우대
강제 사항은 아니나 계약 내용상 권고 사항 또는
필수 사항으로 명기 가능

은행보증과 자격심사 실적인정

GCC 국가들은 건설업체를 심사할 때 자국 내의 공사만 실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고, 은행보증을 요구할 때 자국의 주요 은행이나 한
국의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보증만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미-바레인 FTA에서는 자국내의 경험만을 인정하는 제도를 금지
하고 있으며, 공급업체의 범세계적 실적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한-미 FTA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상대국 내의 실적을 서로 인정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과 GCC가 FTA를 맺고, 여기
에 미-바레인 FTA 협정문이나 미-오만 FTA의 협정문을 그대로 도
입한다면 자국의 실적만 인정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임.
반면, 자국의 은행이나 한국의 국책은행만의 보증을 인정하는 행
위에 대해서는 현재 미-바레인 FTA와 미-오만 FTA 협정문에서 이
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없음. 따라서 한-GCC FTA에서는
자격심사를 다루는 부분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양국의 금융기관을
상호인정해 준다는 조건을 삽입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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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프셋(offset) 제도

개도국의 정부조달에서는 경제개발을 빌미로 이러한 오프셋을 요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외국업체들의 참여에 장벽을 세워 외국
업체의 비용을 높이고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수요자인 조
달기관의 입장에서는 경쟁도를 낮추어 조달비용을 높이고, 기술이전
이나 국산품 사용 의무로 조달하는 물품이나 건설물의 품질을 낮추
기도 함. 따라서 WTO GPA에서는 일반적으로 오프셋 제도를 금지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GPA 가입시 오프셋을 사용하겠다고 협상
한 개도국에 한해서만 오프셋을 허용하고 있음.
GCC 국가들의 경우, 아직 오프셋 제도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
며, 이는 한국 건설업체의 GCC 정부조달 시장진출 장벽이 될 수 있
음. GCC 국가는 절충교역을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절충교역제
도는 방산,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주요 정부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외
국기업에 대해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보상, 투자하도록 하는 오프
셋 제도임.
따라서 현지 고용인 사용의무나 국산품 사용의무와 같이 가능하면
오프셋 제도의 사용을 한-GCC FTA에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금지할 수 없으면, 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시키는 것이 바람
직함. 또한, GCC 정부기관이 오프셋 제도를 의무화하는 경우 해외
공급업체들에게 요구할 조건들을 사전에 입찰서류를 통하여 명확히
밝히게 하는 투명성 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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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 제언
1.

스폰서 제도에 대한 FTA 협상 전략

[옵션 1] 스폰서 의무사용 제도의 완전 철회를 요구
스폰서 의무사용 제도는 외국업체들에게만 요구하는 제도이며 외
국업체들에게 상당한 비용의 부담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외국업체
들에게 차별적인 제도임. 따라서 스폰서 의무사용 제도는 FTA의 기
본 원칙인 비차별원칙에 어긋남. 또한 정부조달 건설서비스 시장의
경우, 스폰서 제도가 결과물의 품질을 보장한다거나 향상시켜준다는
근거가 취약하므로 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공급업체들에게 꼭 요구해
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기도 어려움.
[옵션 2] 스폰서 의무사용 제도의 투명화 및 사용의 제한을 요구한
다. 특히 옴버즈먼의 도입을 요구
GCC 정부는 스폰서 의무사용 제도를 제거하기보다는 정부조달 분
야를 FTA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대응할 가능성이 큼. 이러한 경
우, 정부조달 분야를 FTA에 포함시키는 것이 한국업체들에게 도움
이 될 것이기 때문에 스폰서 의무사용 제도의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스폰서 의무사용 제도의 완화를 협상에서 요구할 수 있음.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업체와 스폰서 사이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옴버즈먼 제도 또는 중재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음. 만약 한국업체가 스폰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옴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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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이나 중재기관을 통하여 스폰서와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스폰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임.
또한 스폰서 제도의 사용을 대규모 사업에만 제한하도록 하거나,
GCC 국가들의 총 조달 중 일정 비율에만 스폰서 의무사용제도를 사
용할 수 있도록 스폰서 의무사용 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음.
2.

현지인 의무고용에 대한 FTA 협상 전략

[옵션 1] FTA 협상에서 현지인 고용제도의 완전 철폐를 요구
일단 협상의 초기 단계에서는 현지인 고용제도의 철폐를 추진함.
WTO 정부조달 협정이나 한미FTA 등 한국이 체결한 정부조달 시
장개방 협정을 보면 조달에 있어서 각 국가의 정부는 자격심사 또는
입찰과정에서 공급업체를 심사할 때 업체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각
공급업체가 조달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법적, 상업적, 기술
적, 금융적 조건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지인 고용조
건은 조달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
에 현지인 고용조건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옵션 2] FTA 협상에서 현지인 고용제도 사용을 제한하고 현지인
고용제도에 융통성을 부여하도록 함. 또한 현지 노동자와
고용주인 한국업체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재기관의
설립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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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고용제도가 GCC 국가들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인 고용제도는 상당히 어려울 것임. 따라서 차선책으로
는 현지인 고용제도의 사용을 제한시키는 쪽으로 접근함. 옵션 1이
실패하면 NAFTA협정의 정부조달 분야와 같이 정부가 현지인 고용
조건을 의무화할 수 있는 조달의 건수, 그리고 매년 고용조건을 의
무화할 수 있는 조달 건들의 총 금액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함.
또한 정부는 FTA 협상에서 만약 한국업체들이 고용한 현지인들
의 작업 성과가 기대 이하라면 현지인을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보
장, 즉 일을 잘 못하는 현지인은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
아야 함. 그 대신 현지인을 해고하면 다른 현지인을 고용한다는 보
장을 GCC 국가들에게 줄 수 있음. 스폰서를 통하여 현지인을 소개
받은 경우, 스폰서는 의무적으로 다른 현지인을 구해 줄 의무를 가
지도록 함.
3.
1)

현지인 우대 제도에 대한 FTA 협상 전략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전략

외국업체가 일부 GCC 국가들의 건설서비스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
하기 위해서는 벤더로 등록되어야 하거나, 입찰청에 사전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벤더등록제도나 벤더등록목록은 GPA와 미-바레
인 FTA, 미-오만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설자격심사합격자목록
(multi-use list)과 유사한 점이 많음. 따라서 벤더등록과정과 벤더목
록유지 과정에 있어서 multi-use list와 같은 투명성 규정을 적용하
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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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국산 우대에 대한 전략

국산품 가격우대, 자국기업 재계약(하청)의 의무, 국내산 의무조달
등 국내산 특혜제도는 한-GCC FTA를 통해 한국업체에 대해서는
철폐시키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함. 미-오만 FTA에서는 국내산 의무
제도를 금지하였음. 그러나 만약 국내산 특혜제도의 철폐가 불가능
한 경우, 이러한 국내산 특혜제도의 사용을 한국업체에 대해서 감소
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만함. 즉, 자국기업 재계약 의무에서 재계약해
야 하는 금액이나 비율, 그리고 국내산 의무조달 금액이나 비율을
낮추게 하는 방법임.
3)

오프셋 제도에 대한 전략

절충교역과 같은 오프셋 제도에 대하여 WTO GPA에서는 오프셋
제도의 사용을 원칙적으로는 불허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한국도 오프셋 제도를 협상에서 제거할 수 없으면 오프셋 제도를 사
용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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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문제 제기
1.

연구배경 및 분석

가. 연구 추진배경
고유가 지속 및 석유산업 의존적 구조로부터 탈피 등으로 중동국
가들의 건설수요는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수, 대규
모의 건설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추진 및 계획되면서 2007년 기준 전
년대비 140% 증가한 228억불의 수주실적을 기록하는 등 한국 건설
기업들의 중동지역 진출과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건설업체들은 중동국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ＵＡＥ，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GCC(걸프협력위원회 : The Gulf Cooperation
Council)지역에 진출하여 활발한 건설활동을 벌이고 있다. GCC지역
은 해외건설 최대 시장인 중동지역 수주액(2007)의 약 63%인 143억
불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다.
표Ⅰ-1> 중동 및 GCC국가 건설공사 수주현황

<

구 분
전세계
중동지역
GCC

(

단위: 억불)

2005

2006

2007

108

164

398

64
57

95
87

228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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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이라크 전쟁(2003년) 이후 고유가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세
계 각국은 에너지자원 확보와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GCC와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GCC국가들은 제2차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경제통합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성장 기반 구축과 석
유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FTA를 추
진하고 있다. EU, 중국, 인도 등과의 FTA를 통한 연계 강화로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지배적 지위를 상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도 작용
한다.
이들 중동 국가들은 입찰과정에서의 스폰서 제도, 자국 인력의 의
무고용 제도 등으로 우리 업체들은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정확한 현황 분석 및 관련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동국가들에 대한 건설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
동국가, 특히 GCC국가들의 정부조달시장을 파악하고, 스폰서 제도,
자국인력 의무고용, 자국산 우대 제도 등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분석이 절실하다.

나. 연구의 목적
먼저 본 연구에서는 중동국가, 특히 GCC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파악하고, 스폰서 제도, 자국인력 의무고용 등 규제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조달 시장규모를 파악하고, 주요 국가 및 우리나라 건
설업체들의 진출현황을 파악한다. 정부조달 관련 법령 및 제도 실태,
특히 스폰서 제도, 자국인력 의무고용 등 관련 규제실태를 분석한다.
이들 지역에 진출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시장 제한적 제도와 관련
된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스폰서 제도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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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7년 11월 예비접촉을 거쳐 향후 진
행될 한․GCC FTA 정부조달 분야 협상을 위한 건설부문의 협상전
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GCC(걸프협력위원회: The Gulf
Cooperation Council)는 1981년5월에 결성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아라비아반도의 6개 아랍 산유국
의 지역협력기구를 말한다. GCC국가의 정부조달 시장 관련 법령과
주요 규제, 특히 시장 제한적 제도들에 대한 FTA 협상방향을 모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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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수행방법

가.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중동국가 중 최근 건설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GCC국가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다. 걸프협력위원회 즉 GCC의 회
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아
라비아반도의 6개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정부조달과 관련된 제
도 및 법령을 파악하고, 특히 우리 업체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스
폰서 제도, 자국인력 의무고용 등 현지인 우대 제도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GCC와 FTA협상에서 논의하게 될 다양한 분야 중
건설부문에 국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GCC와의 FTA에서 정부조달
부문 협상에서 많은 국내 건설업체가 현지에 진출하여 중동지역의
63%나 되는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건설부문은 절대적으로 중
요하다

나. 연구 수행방법
GCC국가를 중심으로 건설시장과 고용 및 스폰서 제도 등과 관련
된 전문서적, 인터넷, 유관기관 등을 통해 자료를 입수하고 진출업체
방문과 면담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정보 등 유무형의 자료를 입수하
였다. 해외건설과 관련된 통계, 국별 시장환경 등 모든 정보가 망라
되어 있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DB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현
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대사관, 코트라 무역관, 진출업체 현지지
사 및 법인, 관련 외국기업을 방문하여 동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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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연구과제와 관련, 건설업체 실무 책임자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착수 후, 중간보고서 제출전, 최종 보고서 제출전 등 자문회의를
실시하며 수시 자문체계를 구성하였다. GCC 건설시장에 대한 현지
진출여건, 건설업계 관행, 진출 애로사항 등에 많은 실무경험과 지식
을 보유한 건설업체 실무자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동 연구수행에
도움을 받았다.
GCC 주요국에 대한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진출환경, 관련법규,
진출 애로사항 등을 조사, 분석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을 방문, 담당 실무자와 면담을 통해 건설시장 동
향, 관련법규, 개발계획 등의 정보를 조사하고 현지 진출업체를 방문
하여 시장동향, 발주추이, 애로사항 등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관
련정보를 조사했다. 아울러 GCC국가와 FTA 협상을 체결한 미국 등
과의 FTA협정문을 수집하여 분석했다. 오만과 미국의 FTA, 바레인
과 미국의 FTA 협정문을 항목별로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와
GCC국가 간의 FTA 협상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 및 미국 관련기관 등을 방문하여 동 연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했다.
기 진출 또는 진출을 모색중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애로사항, 진출방안 등 업체의 당면 현안을 조사하
고, 주요국에 대한 효율적인 수주전략을 모색하고 진출방안을 강구
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면담․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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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 효과

본 연구는 GCC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 현황과 제도 등에 대한 기
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GCC 국가의 건설시장 진출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GCC 국가들의 스폰서 제도, 고용 등 현지인 우대제도에 대한 소개
및 분석내용은 향후 GCC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건
설업체들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GCC 건설시장에서 스폰서 제도는 어떤 영업을 하더라도 부
딪칠 수밖에 없고 또 이를 잘 활용해야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자국민 보호의 대표적인 제도인 스폰서 제도는 GCC 국가
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실태나 활용 등에 대한 분석은 아직 없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건설업체의 스폰서 제도
활용의 성공 및 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진출 준비 및
진출 준비기간 최소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향후 추진될 한․GCC FTA 정부조달 분야에서
스폰서 제도, 현지인 의무고용 제도, 자국산 우대 제도 등에 대한 협
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전개될 한․GCC FTA 정
부조달 분야에서 효율적인 협상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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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GCC 국가 정부조달 시장 동향 및 전망
1. GCC1)

경제 및 산업부문별 전망

지난 수년간 국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중동지역에는 엄청난 규모
의 오일머니와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높은
경제 성장이 계속되었으며, 다수의 각종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돼 왔
다. 그러나 높은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인플레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였다.(표Ⅱ-1 참조)
더욱이 수 많은 건설 프로젝트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자재
와 장비 공급난에 더하여 인력난이 심화되고, 플랜트 중심의 일부 공
종에서는 계약업체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사업비가 계속해서 상
승해 왔다. 그러나 2008년 9월에 미국계 금융기관이 파산하면서 촉발
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기 시작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중동 걸
프지역도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동 걸프지역의 주요 산유국
인 GCC와 각국의 경제 및 산업부문별 동향과 전망을 살펴본다.

1)

걸프협력회의
의 약어 페르시아 만안의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
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개 산유국이 회원사로 정치·경제·군사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 지
역의 종합적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할 목적으로 년 월 설립됨
(Gulf Cooperation Council)

,

,

,

.

, UAE,

6

,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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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 GCC 경제 동향 및 전망
1)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 경제 동향
<

표Ⅱ-1> GCC 국가별 경제지표 비교('07)

단위
면적 천㎢
인구 백만명
GDP 백만불
1인당
불
GDP
실질 %
GDP
성장률
인플레 %
이션
석유
매장량 10억배럴
석유 천b/d
생산량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UAE
84

2,150

18

11

310

0.7

6

24.0

3.4

1.0

3.2

0.8

184,100 369,500 127,400 63,870
37,470 72,444

40,520 16,900

35,406

15,206

12,622 22,000

5.2

3.5

5.3

8.5

6.0

6.8

15

4.1

6.7

12.8

5.9

3.2

97.8

264.3

101.5

27.9

5.6

0.118

2,971

10,853

2,600

815

720

184

자료
등 각종
자료등의
종합발표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 MEED
각국 정부
및 기관

◦ 석유 수입
2002년 초까지만 해도 배럴당 18불 정도에 불과했던 국제 유가(두
바이유 기준)가 2008년 들어서는 80불 대를 돌파하는 등 급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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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연도별 두바이유 가격 변동 추이

<

(

연도
유가

단위 : 불/배럴)

'02.1

'03.1

'04.1

'05.1

'06.1

'07.10.22

'08.1.22

'08.5.17

18.5

28.1

28.8

37.9

58.4

78.2

83.7

118.4

국제 유가가 수년간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동지역 산유
국에는 오일머니가 급증하였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통계에 의하
면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 4개국의 2006년도 석
유 수출 수입은 약 3,425억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동 현지 신문
에 의하면 2007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매일 10억불을 그리고 쿠웨이
트는 5일마다 10억불의 원유 수출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4개국 외 오만, 바레인을 포함한 걸프협력회의(GCC) 6개 회
원국의 2002∼2006년간 누계 석유 수출 수입은 약 1조 5천억불로 추
산된다. 세계적 경영 컨설팅회사인 매킨지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
GCC 6개국의 외화자산은 1조 9천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GCC 외에 이란, 이라크가 포함된 걸프지역 국가들의 석유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30년경에는 2006년 대비 75% 증가한 3,500만
b/d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석유메이저인 영국 BP의 세계 에
너지 통계에 의하면 2006년에 중동 산유국의 석유 생산량은 1,840만
b/d로 전 세계의 22.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하반기 들어서 국제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지만 전문
가들은 중장기적으로 고유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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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앞으로도 중동 산유국에는 상당 규모의 석유 수출 수입이 계속해
서 유입될 여지가 크다.
참고로 런던 소재 글로벌에너지조사센터(CGES)의 발표(2008.8)에
의하면 유가가 배럴당 100불 이상을 지속하고, 현재와 같은 생산량
이 유지될 경우 걸프지역 6개 산유국들은 2008년 한해동안 5,620억
불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전망치는 배럴당 유가
110.8불, 13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3,260만 b/d를 기준
으로 산정한 것이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은 3,070억불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UAE와 카타르, 쿠웨이트가 각각 970억불, 890
억불, 320억불의 수입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국가의 전년
대비 석유 수입 증가율은 각각 75%, 67%, 71%, 68%로 예상된다. 기
타 오만과 바레인도 각각 70%, 33%로 증가한 석유 수입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수입액은 2007년(3,280억불) 대비 2,340억불이 증
가한 것이며, 2003년(1,370억불)에 비해서는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참고로 배럴당 유가가 10불 미만으로 급락한 바 있으며,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2불을 기록했던 1998년의 GCC의 석유 수입은 금년
도 전망치의 1/10 정도에 불과한 560억불에 불과하였다.
걸프지역 산유국의 2008년도 석유 생산량 전망치를 보면 사우디
아라비아가 가장 많은 950만 b/d로 기대되며, 기타 쿠웨이트 260만
b/d, 카타르 81만 5천 b/d, 오만 75만 b/d, 바레인 16만 b/d로 예상
된다. 참고로 바레인은 석유를 수출하지 않고 있으며, UAE의 경우
4월 생산량 기준 257만 b/d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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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로 2008년 9월에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 중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이로 인해 유가가 급락세로
돌아서고 있어서 이와 같은 전망치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물가
엄청난 규모의 오일머니가 유입되면서 GCC 국가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물가 상승은 큰 우려요인이 되어 왔다. 2001년 기준 0.3%였던
GCC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2007년에 6.3%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카타르 등 일부 국가의 경우 10% 대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철강과 시멘트 가격 상승이 특히 문제가 됐던 2007년에 이어 2008
년에도 물가 상승에 의한 사업비 급등은 건설업체들의 주요 우려사
안이 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07년 11월 말까지 톤당 300불이던 고철
가격이 불과 1달 정도 후인 2008년 1월에 약 17% 상승한 350불을
돌파했을 정도였다.
UAE의 두바이에서도 건설산업에서 대규모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역내 고철 수집상들이 1년 전보다 70% 정도 오른 가격을 지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부동산 및 건설 컨설팅회사인 EC Harris는
UAE의 사업비가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25% 정도 오를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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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망하였다. 시멘트, 철강 등의 자재비는 2008년에 19% 정도 인
상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걸프산업컨설팅기구(Gulf Organization
for Industrial Consulting) 역시 1조 8천억 불로 추정되는 프로젝트
가 추진되고 있는 걸프지역에서 2008년에 철강제품 수요가 1,970만
톤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건비 상승 및 인력 공급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2007년 11월
초, 두바이의 최대 건설회사인 아랍텍건설(Arabtec Construction)에
서 파업이 있은 후 두바이 건설업체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20% 인
상하였다. 임금 인상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는 당장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건설업체들이 향후 있을 입찰
에서 임금 인상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전코자 하고 있어 프로젝트
시장에 일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임금 인상으로 주당
7일간의 작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작업시간의 전반적 조정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숙박비 급등과 불법 체재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처벌조건을 강화하
고 근로조건 개선에 주안점을 둔 새로운 규제의 도입도 인건비 상승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다. 참고로 UAE 제벨알리의 경
우 숙박비가 50% 정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규제가 강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하청 건설업체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의
약 60%가 불법 체재자인 점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가뜩이나 하청
업체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 체재자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과 인력 공급난은 이미 일부 프로젝트에서
사업비가 30% 정도 급등한 두바이는 물론 최근 들어서 건설 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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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 있는 UAE의 아부다비와 카타르 도하 등 걸프지역 주요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 전반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 참고로 아부다비에서는 400억불 규모의 야스
(Yas)섬, 272억불 규모의 사디얏(Saadiyat)섬, 147억불 규모의 알라
라(Al-Raha) 해변 개발사업 등을 포함하여 1,400억불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카타르 역시 50억불 규모의 루사일
(Lusail) 프로젝트 등에 착수한 상태이다.
◦ 노동력
인력 모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일정 수준의 경험과 기술
력을 갖춘 인력 모집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의 주요 인력 공급지였던 서남아 시장, 특히 인도에서 다수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 또는 계획되고 있어서 상당 수의 인력을 흡
수해 갈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한 우려요인이다.
2)

글로벌 금융위기하 경제 동향 및 전망

◦ 금융권 영향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동 걸프지역의 주식시장과 금융권에도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GCC 국가의 주가(2008년 10월 중순 기준)는 최고점일 때와 비교
하여 20∼50% 급락하였다. 10월 6일부터 3일간 주식 시가 총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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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불 정도 감소했을 정도로 걸프지역 산유국 주식시장은 큰 타
격을 입고 있다.
표 Ⅱ-3> 걸프지역 각국 금융기관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동향

<

국가

관련조치
- 9월 22일, 500억 디람(약 136억불), 10월 14일 700억
디람(약 191억불) 긴급자금 마련
UAE
- 10월 12일, 중동 국가중 처음으로 고객예금 지급보증
조치 발표
- 10월 8일, 주요 대출금리 1.5%로 0.5% 포인트 인하
- 9월 29일, 10월 5일 시중은행에 자금 공급
쿠웨이트 - 10월 18일, UAE에 이어 고객예금 지급보증 조치 발표
- 주요 대출금리 2.5%로 1% 포인트 인하
(QIA) 통해 증시부양 위한 은행주 매입에
카타르 카타르투자청
총 53억불 투자 결정
사우디 - 10월 12일, 20개월 만에 정책금리 5%로 0.5% 포인트 인하
아라비아 - 시중은행 예금준비율 13%에서 10%로 3% 포인트 인하

주: 각종 언론 발표 자료 중심 정리

글로벌 금융위기가 걸프지역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걸프지
역 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UAE 중앙은행은 9월 22일,
500억 디람(약 136억불)의 긴급자금을 마련한 데 이어 10월 14일에
또다시 700억 디람(약 191억불)의 긴급자금을 추가 마련하는 등 금
융위기에 대비한 자금 유동성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쿠웨이트
중앙은행도 9월 29일과 10월 5일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였으며,
10월 18일에는 UAE(10월 12일)에 이어 중동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고객예금에 대한 지급보증 조치를 발표하였다. 카타르의 국부펀드인
카타르투자청(QIA)도 증시 부양을 위해 자국에 상장된 은행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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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하는데 총 53억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등 금융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걸프지역 각국의 정책금리 인하 움직임도 활발하다. UAE 중앙은
행은 10월 8일, 미국 등 주요국이 정책금리를 인하하자 주요 대출금
리를 1.5%로 0.5% 포인트 인하하였다. 쿠웨이트 중앙은행 또한 대출
금리를 2.5%로 1% 포인트 인하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금융청 역시
10월 12일에 20여 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5%로 0.5% 포인트 인하한
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시중은행의 예금준비율도 13%
에서 10%로 3% 포인트 인하하였다.
총 자산이 약 1조 5천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GCC의 국부펀
드(SWF)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 아부다비투자청이
2007년 11월에 75억불에 구입한 시티뱅크의 주식 가치가 구입 당시
보다 1/2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감소의 영향 때문인지
GCC 국부펀드는 다른 외국계 금융기관과 달리 유동성 위기에 직면
한 해외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ㅇ 경제 및 개인소비
<표Ⅱ-4>의 국가별 경제 전망에서 보듯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자료를 통해 GCC 국가들의 2009년도 경
제 성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의 메릴
린치은행 역시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해
2008년과 2009년에 GCC의 경제 성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GCC의 2009년도 GDP 성장률은 2008년의 예상치인 6.2%보
다 1.7% 포인트 하락한 4.5%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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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메릴린치는 GCC 국가들이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
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침체에 비교적 잘 대응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부 전문가들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회로 중장기적으로 GCC에서
투기자금이 유출되어 지역경제가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돼 나갈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GCC의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향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걸프지역 개인들의 소비 행태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AE 두바이에 주재하고 있는 한 기업 관
계자는 가전제품 등의 일반 소비제품에 대한 금융위기의 직접적 영
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은행들이 최근 들어
서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개인의 융자규모를 축소하고 있어서 앞
으로 고액상품의 판매는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비 감소 상황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국민들의 상당수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 개인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10월 18일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가는 전년 말과 비교하
여 40%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69 -

<

표 Ⅱ-4> 걸프지역 국가별 2009년 경제 전망

국가

경제 전망 및 특징

전망
사우디 주변국가보다 경제성장 둔화 폭이 클 것으로 예상
아라비아 견실한 국내 수요가 석유 부문의 이익 감소를 일
정 부분 상쇄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6% 전망
UAE
- 두바이의 경제침체 및 부동산경기 하락이 논란이
되고 있으나 GCC 각국 정부가 지원할 것으로 전망
- 9.5% 전망
카타르 - 경제성장률이 타국에 비해 높은 편
-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서 글로벌 경기 영향에 취약 지적
전망
쿠웨이트 -- 5.8%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예상
전망치 미발표
오만, -- 경제
시장
규모가
작아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크지 않을
바레인
것으로 전망
- 4.3%
-

주: IMF 발표 자료(2008.10) 중심 정리

ㅇ 국제유가 및 석유 수입 전망
IMF는 2009년도의 세계 경제성장률을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3%
로 예상하고 있다. 2003∼2007년간 연평균 세계 경제성장률이 5%였
던 점을 고려할 때, 세계 경제가 크게 둔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IMF는 중동지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5.9%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금융위기에 따른 영향 또한 상
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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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걸프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의 영향이 작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2003년 이후 시작된 국제 고
유가로 인해 그동안 풍부한 유동성을 축적했기 때문이다. 2008년 10
월 15일 기준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불로 하락하긴 했지만 2003년에
평균 29불이던 유가가 2008년 7월에 147불로 급등했던 점을 감안할
때, 세계 최대 산유지대인 중동 걸프지역에 엄청난 오일머니가 유입
돼 왔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국제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중동 걸프지역 국가들은 2007년 기준 7,700억불에 달하는 막대한 외
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들어서도 9월 말까지
국제 고유가가 계속됐던 점을 고려할 때, 걸프지역의 외환보유액은
현재 1조 5천억∼2조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에너지 전문가들은 여전히 전 세계의 석유 공급량이 부족한
점을 들어 2009년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75∼90불로 비교적 높은 수
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유가
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 감산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점도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요인이다.
걸프지역 각국이 예산 수립시 유가를 배럴당 50불 정도로 보수적
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및 운용 면에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오일
머니 유입액도 크게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배럴당 국제 유
가가 50∼60불 미만으로 급락한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걸
프지역 국가들은 2009년에도 여전히 상당 규모의 석유 수출 수입을
계속해서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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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별 경제 동향 및 전망
1)

사우디아라비아

□ 경제 동향
전 세계 매장량의 1/5 정도(약 2,700억 배럴)를 보유하고 있고, 생
산량의 11%(2007년 기준 848만 b/d)를 차지하는 석유는 사우디아라
비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부의 원천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
체 수입 가운데 약 90%가 석유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그 중요
성을 짐작할 수 있다. 국제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석유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2004년에 2,500억불 수준이던 GDP 규모도 2007년에 약
3,700억불로 50% 가까이 확대되었다. 물가상승률 또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10% 전후를 기록하고 있는 UAE,
카타르 등 주변 산유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다.
표 Ⅱ-5>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G D P(억불 )
GDP 성장률(%)
1인당 GDP(불 )
물가상승률(%)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4

2005

2006

2007

2,503

3,156

3,526

3,695

5.3

6.1

4.3

3.5

11,124

13,662

14,878

15,206

0.4

0.6

2.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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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흑자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지난 5년간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06년 기준 예산 흑자는 GDP(3,526억불)
의 2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제 석유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석유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석유 생산능력을 2009년까지 1,250만 b/d로 350만 b/d 정도 추
가하기 위해 800억불을 투자하고 있다.
재정이 튼튼해지면서 비석유 민간부문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7년 기준 비석유 민간부문의 성장률은 5.9%로 실질 GDP 성장률
(3.5%)을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20년까지 인프라 및 제조시설 프로젝트에 6,240억불을 투자하는
프로그램을 착수하였다.
◦ 외국인 투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1956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을 2000년 4월 전면 개정함과 동시에 전담기관인 사우
디투자청(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SAGIA)을
설립,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자 진출 관련 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2007년에는 외국기업의 유한책임회사(LLC) 설립 시
적용하던 최저 자본금 제도를 철폐하였고, 외자 진출 규제업종(네가
티브 리스트)도 개정하였다. 각료회의에서는 상용비자 신청에 필요한
현지기업의 초청 폐지 등 입국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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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 사우디아라비아는 2007년에 전년대비 46.0%가 늘어
난 208.6억불의 외국자본을 유치, 투자유치 누계액이 687억불을 기록
했다. 외국인 투자는 산업부문(70%)에 특히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
서비스부문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막대한 규
모의 오일머니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발주도 증가하고 있다. 일정 부분을 투자, 참여하는 방식의 프로젝트
발주도 증가하고 있어서 당분간 외국인 투자의 증가세는 계속될 것
으로 전망되지만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변수이다.
◦ 물가
물가 역시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주변 다른 산유국에 비해서는 상
당히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 막대한 석유 수입으로 인한 정부
지출의 증가,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현지화 가치의 동반 하락으로
인한 수입가격의 상승, 대규모 프로젝트의 급증에 따른 외자 유입
확대, 통화량 증대 등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EIU는 2008
년도 사우디아라비아의 평균 물가상승률을 11%대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2007년도 물가상승률은 4.1%였다.
◦ 실업률
높은 실업률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크게 우려되
는 요인 중 하나이다. 공식적인 실업률은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남성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8.0∼9.0%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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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젊은 인구의 실업률이 20%가 넘는다는 점이다. 현재 20세
이하의 젊은 인구가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10
년까지 노동시장은 매년 2.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
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입장에서는 실업대책을 최우선 정책과제
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정
부는 전체 산업인력의 75%를 자국민화하기 위해 자국민 우선 고용
정책(Saudization)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동 정책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경제 전망
사우디아라비아는 주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 성장의 둔화 폭
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사우 아라비아의 2009년도 경제 성
장률을 당초의 5.6%에서 1.3% 포인트 하락한 4.3%로 하향 수정하였
다. 선진국의 경기 침체로 석유 소비가 크게 감소하여 석유 의존도
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공급량이 급감, 석유 수출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견실한 국내
수요가 석유 부문의 이익 감소를 일정 부분 상쇄시켜 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메릴린치 또한 석유 생산량 감소로 사우디아라비아의 2009년도 경
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4.8%에서 4%로 0.8% 포인트 하락할 것
으로 전망하였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장규모
가 큰 편이고, 아직까지 시장이 폐쇄적이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
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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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AE

□ 경제 동향
UAE 경제부에 따르면 2007년의 실질 GDP는 1,841억불로 전년대
비 5.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전 연도인 2006년(9.4%)
과 2005년(8.2%)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
지만 경제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
가되고 있다. 경제 다각화가 활발히 추진되면서 비 석유부문은 계속
해서 성장하고 있다. 비 석유부문은 전년대비 16.8% 성장하고, GDP
의 64.1%(1,180억불)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6> UAE의 연도별 GDP 현황

<

명목)(억불)
1인당 GDP(불)
GDP(

2004

2005

2006

2007

1,052

1,322

1,631

1,841

24,474

28,736

33,295

35,40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8년 11월 8일 MEED가 개최한 아부다비회의(The Abu Dhabi
Conference 2008)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아부다비는 2007년에
UAE 전체 GDP의 약 60%인 1,089억불의 GDP와 17%의 GDP 성장
률 그리고 약 7만불의 1인당 GDP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는 중동지역 국가 중 카타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2008년 7월말 이후 국제 유가가 급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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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경제는 2008년에 적어도 10%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동성 위험을 겪을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
부다비는 세계 석유 확인 매장량의 약 10%를 보유하고 있고, 2008
년 여름 기준 250만 b/d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1976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기관투자자 중 하나인 아부다비투자청(ADIA)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정부 자금이 약 2,800억불이 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부다비 정부는 직접 소유 및 보증한 부채 규모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물가
높은 물가 상승과 증가하는 정부 부채는 UAE의 경제 성장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단의 통화정책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2008
년에 UAE의 물가상승률은 1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물가상승률은 UAE 정부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아부다
비의 경우 물가상승률 억제를 위해 아부다비집행위원회(Abu Dhabi
Executive Council)가 발표한 2008년도 임대료 상한률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 임대료 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UAE에서는 최근 노동력의 부족 등 때문에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 주택난이 계속돼 왔다.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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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 상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참고로 아부다비의 경우 2008년 말까지 2만 호의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경제 전망
IMF는 UAE의 2009년도 경제 성장률이 2008년도 예상치인 7%보
다 1% 포인트 하락한 6%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메릴린치의 전망은 보다 비관적이다. 메릴린치는 관광산업과 교역
중심의 UAE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하
면서 경제성장률을 2008년은 당초 예상치인 7.2%에서 소폭 하락한
6.8%로, 2009년은 당초 예상치인 6.8%에서 2.3% 포인트 하락한
4.5%로 경기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아부다비에 대해 공공금융
이 견실하여, 국제유가 급락에도 견딜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무디스는 아부다비가 재정 흑자와 풍부한 금융자산으로 인해 유가
가 배럴당 30불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 한 그동안 축적한 풍부한 금
융자산을 기반으로 앞으로 수년간 재정 지출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UAE의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두바이는 경제 침체와 부동
산 경기 하락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GCC 각국 정부의 입장에서 두바이가 매우 중요한 투자처이므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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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두바이의 경제와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는 상황을 좌시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두바이 정부는 침체되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2009년도 공
공지출을 약 20%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교통인프라에의 투자
가 활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로 2008년도의 정부 지출 예
산은 300억 디람(약 82억불)으로 추정된다.
3)

쿠웨이트

□ 경제 동향
쿠웨이트는 최근 5년간 연속해서 5%대의 비교적 견실한 경제성장
률을 기록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해 석유 수출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표 Ⅱ-7> 쿠웨이트의 연도별 GDP 현황

<

명목)(억불)
1인당 GDP(불)
GDP(

2004

2005

2006

2007

594

838

1,022

1,110

21,229

27,945

31,923

32,65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6년 기준 석유 수입은 정부 전체 수입의 95%에 상당하는 540억
불에 달할 정도로 석유는 쿠웨이트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이다. 쿠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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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중앙은행에 의하면 2006년 기준 석유산업부문은 쿠웨이트 GDP
의 약 53%를 차지하였으며, 석유 부문의 2008년도 GDP 성장률 기여
도는 7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쿠웨이트 석유부장관은 2008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가 급
락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을 재평가
하고 있지만 주요 전략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웨이트
정부는 기존 인프라 개선과 새로운 시설의 건설 등을 위해 2009년부
터 5년간 석유부문에 550억불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쿠웨이트 정부로서는 2008년 7월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7불을 기록한 이후 100불 넘게 하락하였고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석유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
라 투자계획과 우선 추진사업을 재평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
게 됐다. 참고로 2008년 8월에 129억불에 달했던 세입이 유가가 하
락하면서 11월에는 46억 5천만불에 그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유가
변동에 따라 쿠웨이트 정부의 재정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
다. 쿠웨이트 정부는 2008-2009년도 예산 수립 시 유가를 배럴당 50
불로 책정했었다.
쿠웨이트의 석유부문 전망이 계속해서 밝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하
루 250만 b/d인 생산능력을 2020년까지 400만 b/d로 확대하려는 계획
이 수년째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쿠웨이트
(Project Kuwait)”로 알려진 확장 계획에 따라 국영 석유회사(Kuwait
Petroleum Co.)가 소유하고 있는 북부지역의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상당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 석유회사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계약조건이 불리하여서 외국 석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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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온 상태였다. 분석가들은 쿠웨이트에서 석
유 프로젝트의 지연은 매우 흔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석유 생산능
력 확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기가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쿠웨이트 또한 다른 걸프지역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2007년 1∼9월간 물가 상승률은 상품 및 서비
스 부문의 가격 급등으로 15년 만에 가장 높은 7.3%를 기록했을 정
도이다.
□ 경제 전망
IMF에 의하면 쿠웨이트는 2009년도에 2008년도 예상치인 5.9%와
거의 비슷한 5.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쿠
웨이트 정부는 경제와 자산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의 예산과
경상수지 흑자액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메릴린치의 전망은 IMF에 비해 대체로 부정적인 편이다.
메릴린치는 2009년에 쿠웨이트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6.2%
에서 4.2%로 2.0%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카타르

□ 경제 동향
2007년에 카타르의 GDP는 전년대비 12% 정도 증가하였으며, 경
제성장률 또한 두자리 수의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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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GDP 성장률이 9∼10%로 예상될 정도로 2008년에도 카타르의
높은 경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GDP
카타르 기획위 통계국(Statistics Department of Planning Council)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GDP는 2006년(568억불)대비 약 12% 증가
한 638억불로 나타났다. 2008년도 GDP는 2007년 대비 15.4% 증가한
2,684억 리얄(약 737억불)로 예상된다.
2007년도 경제성장률은 전년(33.7%)대비 크게 감소하였지만 여전
히 높은 12.5%의 두자리 수를 계속해서 유지하였다. 1인당 GDP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67,740불)대비 약 7% 증가한 72,444불로 7
만불을 넘어섰다.
표 Ⅱ-8> 카타르 연도별 GDP 현황

<

명목)
명목 GDP성장률
실질 GDP성장률
1인당 GDP
석유 생산량
OPEC 원유가격
(바스켓)
GDP(

단위
백만불

2003

2004

2005

2006

2007

23,534 31,734 42,463 56,770 63,870

%

21.5

34.8

33.8

33.7

12.5

%

3.5

20.8

6.1

9.9

-

불
100만b/d
불/b

32,777 41,949 53,333 67,740 72,444*
0.75

0.77

0.79

0.82

0.81

28.10

36.05

50.54

61.08

69.08

자료: 카타르중앙은행(QCB), Planning Council, Global Research
주: *는 추정인구 기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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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가스 부문의 GDP는 국제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계속해서 확
대되고 있다. 석유, 가스 부문의 GDP는 2006년에 1,184억 리얄(약
325억불)에서 2007년에 1,295억 리얄(약 355억불)로 약 9.4% 증가하
였다. 석유, 가스 부문의 GDP 점유율은 2005년 59.6%에서 2006년
57.3%, 2007년 55.7% 등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 석유, 가스 부문의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다. 비 석
유, 가스 부문의 GDP 점유율은 2005년 40.4%에서 2006년 42.7%,
2007년 44.3%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까지의 카타
르의 경제성장 동력은 주로 천연가스와 관련 제조업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 석유, 가스부문의 기여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GDP에서의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카타르금융센터,
교육도시, 카타르과학․기술파크, 에너지시티카타르, 관광업, 건설 및
부동산, 스포츠 및 회의 관련 산업 등이다.
표 Ⅱ-9> 카타르 경제활동별 GDP 추이

<

(

구분
석유․가스부문
비석유․가스부문
농․어업
제조업
전기․물
건축․건설

2005

금액

2006
GDP

금액

92,071

59.6

62,493

단위: QR100만)

2007
GDP

금액

118,443

57.3

40.4

88,201

216

0.1

13,042

2008

GDP

금액

129,452

55.7

143,592

42.7

103,033

44.3

124,902

233

0.1

250

0.1

266

8.4

15,875

7.7

18,044

7.8

20,634

2,209

1.4

3,513

1.7

4,415

1.9

5,800

8,744

5.7

11,991

5.8

14,634

6.3

18,179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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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점유율

무역,식당및호텔
교통․통신
금융,보험,부동산,
비즈니스서비스
기타 서비스

6,869

4.4

9,452

4.6

10,963

4.7

13,253

5,114

3.3

7,159

3.5

8,655

3.7

11,071

14,785

9.6

21,392

10.4

26,316

11.3

33,630

11,514

7.4

18,586

9.0

19,756

8.5

22,069

-

268,494

-

15.5

총 GDP
154,564
206,644
232,485
GDP 증감율
33.8
33.7
12.5
자료: Planning Council, and Global Research
주: 2007은 예비실적 추정치, 2008은 추정치, 1USD=QR3.64

◦ 재정 수입
카타르 정부의 산업 다양화를 위한 노력으로 탄화수소 자원 이외
분야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주요 수출 및 세입
원은 역시 천연가스 및 석유부문이다. 카타르 정부 예산의 주요 세
원이 국영 카타르석유(QP)의 활동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카타르중앙은행(QCB)에 따르면 2006∼07 회계연도(4.1∼다음 해
3.31)의 총 세입과 총 지출은 각각 전년대비 30% 증가한 849.98억
리얄(약 233억불), 663.56억 리얄(약 182억불)이었다. 같은 기간 총
세입에서 석유, 가스 부문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64%(549.19억 리얄)
였다. 재정흑자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07 회계연도의
재정흑자 규모는 이전 회계연도(141.51억 리얄)대비 약 32% 증가한
186.42억 리얄(약 51억불)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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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10> 카타르 세입․지출 현황

총 세입
석유,가스
비석유,가스
총 지출
재정흑자

∼ 실질)

2005 06(

64,984

(

단위: QR100만)

∼ 실질)

2006 07(

84,998

43,616(67%)

54,919(64%)

21,368(33%)

30,075(36%)

50,833

66,356

14,151

18,642

자료: QCB
주: 2007-08 및 2008-09는 추정치

카타르 정부는 2008∼09 회계연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회계연도의 총 세입과 지출도 각각 42.5%, 46% 증가
한 1,033억 리얄(약 283억불)과 959억 리얄(약 263억불)로 추정된다.
동 회계연도의 예산은 배럴당 유가를 55불로 책정했기 때문에 실제
세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
하고 있는 상태이며,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투자 분야는 전력,
상하수도, 신 항구 및 공항, 산업지역 건설 등이며, 기타 보건 및 교
육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확대 추세의 무역수지 흑자
국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카타르는 지난 수년간 상당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2006년 기준 수출액과 수입액은 전년대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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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63.1% 증가한 1,239억 리얄(약 340억불), 597억 리얄(약 164
억불)이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수출품은 전체 수출액에서의 점유율이 88.7%(2005),
89.7%(2006)로 증가 추세인 석유, 가스 및 관련 제품이다. 주요 수입
품은 2006년 기준 전체 수입액에서의 점유율이 약 36%인 기계 및
전자제품이다. 그러나 건설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및 석재
등 건자재의 수입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표 Ⅱ-11> 카타르 연도별 시멘트 및 석재 수입현황

구분
시멘트, 철광석,
토양, 석재(증가율)
총 수입액(증가율)

단위: QR100만, %)

(

2002

2003

2004

588

837(42)

850(1.5)

14,750

2005

2006

1,838(116) 2,702(47)

17,826(20) 21,858(22) 36,621(67) 59,735(63)

자료: Planning Council, Global Research

◦ 인플레이션
지난 2～3년간 카타르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며, 유
동성도 풍부해졌다. 하지만 가뜩이나 높은 인플레 압력도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현재의 인플레 압력은 주로 주택 임대료 상승에서
기인하고 있다. 참고로 2005년에 8.5%였던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2006년에 11.8%로 두 자리 수대로 높아졌고, 2007년에는 13.8%로 더
욱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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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높은 1인당 GDP와 이에 따른 소비 증가도 인플레 상승의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달러화에 환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달러화
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입액이 크게 증대된 점도 고인플레의 요인이
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인플레의 주 요인인 부동산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요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2005년에 2년 기한으로 10%의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2008년
3월에 통과한 신 임대법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한
부동산의 경우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게 하였다. 임대료 인상은 신
임대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2010년 3월부터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임대료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Ⅱ-12> 카타르 제품별 소비자가격지수(CPI) 상승률

<

단위: %)

(

임대료, 연료 및 에너지
전체 평균 (의복, 식음
료, 교통통신비 등)

2005

2006

2007

-26.30

25.94

29.35

8.81

11.8

13.76

자료: QCB, Planning Council
주: *전년대비 증감률

카타르의 지난 3년간 인플레는 GCC 6개국 중에서도 특히 높은 수
준으로 평가된다. 주로 임대료 및 식료품 가격의 상승 및 경제 성장
에 따른 프로젝트 발주 물량의 급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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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플레는 특히 건설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물량이 부족해지면서 건설부문이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달러화에 환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달러
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건자재의 수입액이 크게 증대되고 있어 문제
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예산 증액 및 공기 지연
에 따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 경제 전망
IMF에 따르면 카타르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에는 당초 예상치인
14.8%에서 소폭 하락한 14.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에
는 당초 예상했던 12.8%에서 3.3% 포인트 하락한 9.5%로 한자리 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의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메릴린치는 카타르의 경우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
에 글로벌 경기 침체에 취약한 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5)

오만

□ 경제 동향
◦ 석유 매장량
오만은 전체 재정수입의 약 65%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 유가
가 급등하면서 2008년 5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24.3% 증가한 57억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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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입을 기록하였다. 석유 수입은 정부 수입의 1/3을 차지할 정도
로 중요한 자원이다. 문제는 석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오만의 석유 매장량 고갈이 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
러나 신규 투자와 기술개발 그리고 적극적인 탐사활동을 통해 석유 매
장량을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석유 중심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2006년 기준 75만 b/d 수준이던 오만의 석유 생산량은 2007년에 72만
b/d로 감소한 이후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다.
<

표 Ⅱ-13> 오만 석유 생산량 및 정부 재정수입 현황

단위: 백만불)

(

재
정
수
입

석유 생산량
석유
가스
기타
전체(증가율%)

2006

2007

2008.5

0.75

0.72

0.72

10,138.37

9,614.73

5,786.81

1,626.83

2,148.88

882.98

2,882.41

3,622.82

2,216.72

14,647.61(21.4)

15,386.43(5.0)

8,886.51(19.7)

자료: IEA 2008.8월호, 오만경제부 2008.7 통계

◦ 비석유부문
오만 정부는 석유자원 고갈에 따라 발생할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
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 부동산, 신항만 및 대형 산업 플
랜트 등이 포함된 광범위한 경제 다각화 사업에 착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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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 2005년에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이
약 7%, 제조업 부문이 8% 성장하였다. 이에 반해 석유부문은 1.8%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03년 이후 비 석유부문의 수출은 매년 30∼
40% 성장해 왔으며, 이 결과 전체 수출액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
다. 소하르 및 살랄라 등 신규 플랜트의 생산량 확대로 향후 수년간
비 석유부문의 수출액은 계속해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만 역시 고유가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누려온 것이 사실
이다. 석유 수입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어 2006년 기준 4.5%
이던 실질 GDP 성장률이 2007년에는 6%로 크게 높아졌다.
다른 주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오만에서도 시중에 자금이 넘쳐
나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2007년에 시중 유동성은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결과 같은 해 10월 기준 물가상승률은
16년 만에 가장 높은 6.4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교육하기 위해 다양한 훈련 프로
그램을 활용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결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현지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정책(Omanisation)에 따라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오만 정부는 걸프지역의 주요 철광석 및 철강제품 생산국으로 부
상할 목적으로 새로운 시설 건설 및 확장에 50억불을 투자할 계획이
다. 이러한 투자는 석유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자국의 산업을 다각화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오만 철강산업은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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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했으나 최근 2년 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산업 분석
가들은 오만 철강산업의 잠재력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
다. 오만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역내 주요 철강제품 공급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의 국제적인 원자재 수요 증가
에 힘입어 2010년에 오만산 철강제품의 수요량은 11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제 전망
오만은 주변 산유국에 비해 석유 생산량도 작고, 외국인 투자 또
한 많지 않은 편이다. 경제 규모 또한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따라
서 전문가들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영향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

바레인

□ 경제 동향
바레인의 석유 생산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바레인 정부는 의욕적으로 탐사 및 생산 활동을 확대해
왔으며, 기존 유전에는 원유 회수 증진(EOR) 기술을 적극 도입해 왔
다. 이 결과 2007년 1/4∼3/4분기에 5,040만 배럴로 다소 많은 석유
생산량을 기록할 수 있었다.
바레인 정부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7만 b/d의 석유 생산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또한 생산물의 품질 증대를 위한 다운스트림 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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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자도 계속할 계획이다. 바레인의 석유는 유황 함유율이 매우
높아서 품질이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바레인 정부는 2007년에 11
억불 규모의 정유소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석유 생산량이 많지는 않지만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바레인 경제도
혜택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바레인 정부는 카타르와 코
즈웨이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일부 대규모 공공프로그램
을 발표할 수 있었다.
바레인 정부는 교육시스템의 강화 및 자국민 고용 의무화 정책
(Bahrainisation) 등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와 병행하여 현지인을 고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건설 등 일부 산업
에 대해서는 자국민 고용비율을 낮추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업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은
생산성 대비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현지인을 의무적으로 고용
하는 데 대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 경제 전망
바레인은 오만과 마찬가지로 주변 산유국에 비해 석유 생산량도
작고, 외국인 투자 또한 많지 않은 편이다. 경제 규모 또한 상대적으
로 작은 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영향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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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부문별 동향 및 전망
1)

건설산업 전반

□ 동향
그동안 중동지역 진출 건설업체들은 건설시장이 과열되면서 노동
력 획득과 비용 상승 차단에 주력해 왔다. 특히 걸프지역 건설시장
의 경우 지난 1년간 사업비가 30% 정도 상승했을 정도로 문제가 심
각한 상태였다.
걸프지역의 2007년도 프로젝트 시장은 오일붐이 시작된 2003년 이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지역 건설 및
경제 전문지인 MEED에 따르면 2008년 초 기준 걸프지역의 계획 및
추진 중 프로젝트의 규모는 2007년 1월 대비 34.5% 증가한 약 1조
8천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145억불로 가장 규모가 큰
UAE(걸프지역의 약 40%, GCC의 약 44% 차지)를 포함한 GCC 국
가들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UAE는 증가율
면에서도 약 51%로 가장 높았다.
<

표 Ⅱ-14> 걸프지역 국가별 계획·추진중 프로젝트 현황('08.1초)
국가

계획·추진중
프로젝트 가치 (십억불 )

전년대비 증감율 (%)

U A E

714.5

50.9

390.2

26.6

275.2

29.6

사우디
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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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오 만
바레인
GCC 합계
이 란
이라크
걸프지역 합계
자료: MEED Projects

156.1

18

50.7

29.6

27.9

-12.9

1,614.60

34.8

140.4

36

33.2

16.6

1,788.10

34.5

프로젝트 분야별로는 전체의 약 60%(약 1조 1천억불)를 차지한
일반 건설의 규모가 가장 컸다. 특히 UAE, 쿠웨이트, 바레인이 70%
이상으로 그 비중이 높았다.
표 Ⅱ-15> 걸프지역 국가별 계획·추진중 프로젝트 분야별 비중('08.1초)

<

국가

건설

물

UAE

82.6

0.8

4.4

1.0

7.8

3.3

43.6

3.0

9.1

19.7

20.4

4.2

73.3

1.5

3.3

1.7

19.5

0.8

40.1

4.1

7.6

9.0

36.6

2.5

39.5

3.1

6.2

25.4

17.9

7.8

78.1

1.0

7.6

0.2

2.5

10.7

5.5

0.5

8.7

12.4

66.8

6.1

33.8

17.3

7.6

9.0

28.1

4.1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 만
바레인
이 란
이라크

자료: MEED Projects

발전 석유화학 석유/가스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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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력 확보
걸프지역 국가 가운데 건설경기가 가장 활황인 UAE의 경우 지난
2년간 인력 풀이 고갈되면서 건설업체들은 적합한 노동력을 확보하
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2007년 하반기에 불법 체재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UAE의 일부 하청업체들의 경우 고용 노동인력
의 약 60%가 이탈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다.
주요 노동력 공급국의 사정도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인도의 경우
향후 5년간 인프라 구축에 5천억불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많은 노동
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도 건설업체들은 두바이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경험을 쌓은 자국
인 노동력을 적극 활용코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걸프지역 진출 건
설업체들은 전통적인 인력 공급지인 서남아시아 이외의 인력시장을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부 업체들은 중국 인력을
구하고자 했으나 영어를 잘 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두바이 건설시장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제기하
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부다비 및 카타르의
도하,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시장은 개발 초기단계인 것으로 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동지역, 특히 걸프지역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적합한 건설기업이 부족한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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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국 기업들의 시장진입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수주경쟁 또한 상당히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외국인 노동자 문제 심화
걸프지역에 거주하는 1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의 거주기간 제한이
점차 지지를 얻고 있다. 현재 외국인들은 GCC 6개국 인구(약 3,500
만 명)의 약 37%에 달하는 약 1,300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의 대부분은 주로 아시아 출신 노동인력으로 중동지역 경제 붐의 견
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GCC 각국 정부는 아랍 고유의 문화를 해친다며 대부분이 건설현
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인 외국인의 증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바레인의 알알라위(Majid al-Alawi) 노동부 장관은 2007년 1월의
한 인터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핵폭탄이나 이스라엘의 공격보다
도 더 위험하다며 적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알알라위 장관은 10여
년 이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3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며 큰 우려감을
표명하였다.
알알라위 장관은 또한 GCC 국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6년으로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이 산업계의 로
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사
우디아라비아도 동조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UAE는 기술자가 아닌 단순 근로자에 대해서만 거주기
간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UAE의 경우 건설업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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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인 노동자가 70만 명
에 달하는 반면 UAE 인구(약 400만명) 중 현지인은 20% 정도에 불
과한 상황이다.
한편, UAE와 기타 GCC 국가의 노동부 장관들은 2008년 1월 개최
된 회의에서 아시아 노동자들은 계약 근로자이지 이민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기간만 GCC 국가에 체재할 수 있다고 발표하여 앞으
로 중동지역, 특히 걸프지역의 노동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60세의 정년 때까지 현지인 고용주
또는 스폰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거주비자를 갱신하여 체재하고 있는 실
정이어서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귀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건설비 급등
걸프지역의 건설 붐으로 인해 2007년 11월 말 기준 톤당 300불이
던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철 가격이 불과 1개월 여 만인 2008년 1월에
350불로 50불 상승하였다. 이 기간 동안 주변국의 고철 가격은 10%
이상 올랐다.
두바이의 경우 건설산업 활황으로 대규모 수요가 발생하여 2008년
1월 초 기준 전년 동기대비 70% 정도 고철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밝
혀졌다. 두바이상공회의소는 2008년도에 시멘트 등의 건자재 가격이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7년에 두바이의 건자재 수
요는 전년대비 10∼15% 증가했고, 2008년에도 수요는 계속해서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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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높은 운송비, 고유가, 2008년에 하계올림
픽을 개최한 중국 등의 세계적인 건설 붐으로 인한 건자재 수요의
증가 등을 들었다. 납기지연 등의 문제는 있지만 건자재 공급은 비
교적 원활한 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건자재는 중국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6
년 전까지만 해도 5% 미만이던 중국산 건자재의 비중은 2008년 2월
에는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욱이 중국 기업들은
중간상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
문에 현지 기업들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
로 두바이는 매년 600억 디람(약 160억불) 규모의 건자재를 수입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국의 부동산 및 건설 컨설팅회사인 EC Harris는 사업비가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UAE의 경우 2009년에는 25%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시멘트, 철강 등의 자재비는 2008년 한 해 동안
19% 정도 인상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편, 알막툼 두바이 통치자는 2008년 3월 12일에 추가 공고가 있
을 때까지 시멘트와 철강의 수입관세를 폐지하며, 모든 건설업자와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제한없이 이들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는 칙령
을 발표하였다. 두바이 에미레이트는 건자재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약 160여 건의 대형 건설프로젝트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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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동 걸프지역 산유국 건설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유동성이 고갈되고 신용도
가 하락하면서 자금 융자 규모가 급감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영향
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변국의 투자와 차입 의존도가 높은 두바이의 경우
단기적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원유 수출 수입 규모가
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의 아부다비 등은 글로벌 금융위
기가 프로젝트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동 걸프지역 산유국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치
기 시작하면서 역내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활
발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전 등 유틸리티 프로
젝트의 경우 파이낸싱이 매우 중요한데 금융위기로 시장 침체가 계
속될 경우 수익성에 민감한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극
나서지 않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이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금융위기가 지난 1997년에 발생했던 아시
아와 러시아 등의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그 여
파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가를 배경으로 국내외로부터 풍부한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그
동안 10% 내외의 높은 성장을 거듭해 온 걸프 산유국 정부들은 국
제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개발전략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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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
하면서 일부 대규모 사업이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을 대폭 삭감하려는 움직임도 점차 표면화되
고 있어 앞으로 프로젝트의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ㅇ 글로벌 금융위기하 우선 추진 건설 프로젝트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발전 및 담수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걸프지역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사업비 규모가 1천억불이 넘는 킹압둘라 등
6대 경제도시를 추진하고 있어서 전력과 담수의 대량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발전 및 담수 등의 유틸리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권의 장
기 파이낸싱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각국 정부가 프로젝
트를 직접 보증하거나 파이낸싱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싱을 직접 제공할 경우 사우디산업개발기금 및 국
부펀드와 같은 기존 국가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기타 도로 및 철도망 등의 육상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 자원의 감소에 대비한 친환경 대체
에너지인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관련 연구와 이에 관한 투자사업도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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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프지역 단기․중장기 건설시장 전망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
면서 국제 유가도 급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 등 탄화수소 자원
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중동 걸프지역의 경제도 상당한 악영향을 받
고 있다.
물론 2002년 이후 장기간 계속된 국제 고유가의 영향으로 중동 걸
프지역 국가들이 7,700억불(2007)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걸프지
역의 경제도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경제가 장기간 침체되면
건설산업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발주물량이 감소하는 것
은 물론 기존에 계획한 프로젝트의 추진이 중단되거나 심할 경우 취
소되는 사태로 까지 전개될 수 있다.
물론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 및 경제 성장 전략에 따라 추진하게
될 발전, 정유, 석유화학 등의 플랜트 및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의 인프라 등 정부 및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프로젝트보다는 민간부
문이 추진하는 건축 프로젝트,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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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부문별

가) 부동산 시장
□ 동향
중동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두바이의 경우 2008년
초에 추진되고 있는 1조 5천억 디람(4천억불)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
트 가운데 약 40%(1,600억불)가 핵심 건자재의 가격 인상에 따른 대
금 지불 중지로 일시적 중단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로 UAE에서는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톤당 260∼275 디람이
었던 시멘트 가격이 290∼300 디람으로 약 9∼12% 인상되었으며,
톤당 2,400 디람였던 철강 제품도 2달 사이 27% 상승한 3,050 디람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불=3.67 디람)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소재 투자회사인 라카(Rakka) 홀딩스의
자회사인 라카 프로퍼티는 건자재 가격 상승으로 야기된 사업비 상
승이 건설산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물가 상
승 및 경제 침체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전망
걸프지역의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역내에서 추진되는 부동산 프로
젝트의 대출조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일부 개발사업은 추진 여부가
재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건설부문, 특히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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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UAE 두바이의 건설경기가 큰 타격을 입
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 여간 연평균 20∼40% 정도 성장했을
정도로 붐이 일었던 두바이의 건설산업은 더 이상 고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UAE의 부동산 프로젝트는 2009
년 한해동안 500억 디람(약 136억불)의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권이 대출조건을 강화하고 있어 상당한 어려
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사
업의 추진이 많지 않았던 아부다비 건설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사업기
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고 또한 인구
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한 사우디
아라비아도 건설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두바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경우 2008년 8월, 두바이 부동산 가격이 2010년까지 10% 정도 하락
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제적인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존
스 랑 라살레도 2008년 10월 7일 발표한 국제적 금융위기가 중동지
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조사 대상
투자자의 20%가 큰 영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50%가 다른 지역에
비해 영향이 작을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
힌 주요 이유는 여전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
었다.
UAE의 2008년 기준 인구증가율은 6%에 달한다. 전체 인구는
2008년 말경에 4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에는 51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부다비의 경우 가격이 단기
간에 급등한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유동성이 풍부한 편이고 실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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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글로벌 금
융위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연평균 주택 수요 증가율이 3.5% 정도여서
향후 수년간 연평균 16만 5천호의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나) 에너지 및 석유화학부문
□ 동향
◦ 투자현황
아랍 석유 수출국 10개국이 공동 설립한 투자 및 투자자문 회사인
아랍석유투자회사(Arab Petroleum Investments Corp.: Apicorp) 발
표(2008.3)에 따르면 아랍지역에서 계획된 에너지 투자사업을 국가별
로 살펴보면 전체(4,200억불)의 1/2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등 3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050억불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은 650억불인 카타르로 파
악되었다. 지금까지 꾸준히 3위를 기록했던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는
4위로 밀려났다.
부문별로는 가스를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 및 비료 등 가스 공급부
문의 비중이 44%(약 1,850억불)로 가장 높았다. 기타 정유 및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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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등의 석유 공급부문이 43%(약 1,800억불)였으며, 나머지 13%
(약 550억불)는 석유 및 가스 화력의 발전부문이 차지하였다. 다운스
트림 부문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800억불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원유 생산량을
2009년까지 1,250만 b/d로 확대할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주요 사업이 50만 b/d 규모의 쿠르사니
야(Khursaniyah) 유전의 원유 증산, 누아임(Nuayyim) 유전의 생산
개시 그리고 120만 b/d의 쿠라이스(Khurais) 유전 개발이다. 이 밖에
추정 매장량이 10억 cf/d인 카란(Kharan)과 루브 알칼리(Rub
al-Khali) 가스전 탐사 프로그램도 주목을 모으고 있다.
◦ 사업비 증가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쥬베일 및 얀부 등 사우디
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가 추진하는 2개 정유소의 사업비는 지
난 1년간(2008.3) 큰 폭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합작사들은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재고하기에 이르렀으며,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는 외국
석유회사들도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참고로 아람코와 미국의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가 합작 수
행하는 얀부 정유소의 경우 사업비가 120억불을 넘을 것으로 보인
다. 동 프로젝트의 초기 예상 사업비는 약 80억불이었다. 아람코와
프랑스의 토탈(Total)이 수행하는 쥬베일 정유소도 70∼80억불에서
100억∼110억불로 사업비가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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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corp가 발표한 아랍 에너지 투자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
프로젝트의 누적 사업비 규모가 아랍 국가 전체 GDP의 6.3%에 해
당하는 4,200억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에 추정했던 2007∼
2011년간 사업비 규모(3,450억불)대비 22% 증가한 것이다.
Apicorp에 의하면 최근 들어서 자본 투자 규모와 프로젝트 수가 비
례했던 과거와 비교하여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AE를 제외
한 나머지 국가에서 사업비가 급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수
는 오히려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비 증가의 주
요인은 사업 규모 및 사업 내역의 변경 그리고 EPC 비용의 지속적
인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프로젝트 취소 증가
Apicorp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격 급등으로 인해 기존 계획 프로젝
트의 상당수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2007년에 엑슨모빌과 카타르석유공사(QP)가 가격 급등 때문에 취소
한 세계 최대 규모의 GTL 플랜트 건설 계획이다. 팜(Palm) GTL로
명명된 동 프로젝트의 사업비는 당초 70억불에서 150억불로 2배 이
상 급등하였다.
사업이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쉘이 카타르에서 수행 중인 펄 GTL
프로젝트의 사업비도 크게 급등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업
계 소식통에 의하면 당초 40억불로 추정됐던 동 프로젝트의 사업비
는 180억불로 4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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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사업비 증가로 인해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사업 활동은 상당히 둔
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은 전 세계 가스 확인 매장량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스원료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EPC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어서 2006년의 활황 시 발표된 다수의 신규 석유화
학 프로젝트가 취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CC 6개국은 이미 석
유 의존적 경제구조를 다각화할 목적 등으로 석유화학 산업에 전체
산업 투자액(1,200억불)의 60%에 해당하는 700억불 이상을 투입한
상태이다.
한 국제 화학제품 가격조사 기관에 따르면 걸프지역에서 생산된
폴리에틸렌 가격이 2008년 10월 첫주에 톤당 390불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까지 동 제품의 가격은 톤당 2,040불에 달하였다.
가격하락은 국제적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
이다. 향후 수년간 걸프지역에서 신규 시설이 계속해서 가동될 예정
인 점을 고려할 때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하락 속도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초 기준 걸프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틸렌 프로젝트는
14건(1,700만 t/y)이며, 이들 시설은 2015년경 가동을 예정하고 있다.
계획된 폴리에틸렌 프로젝트도 15건(750만 t/y)에 달하고 있다. 특히
생산시설 능력이 320만 t/y에 달하는 4건의 폴리에틸렌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급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 폴리올레핀의 경우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전
세계 공급량이 2007년 기준 13%(1천만 t/y)에서 2015년에는
21%(2,100만 t/y)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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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적합한 컨설팅 회사와 기술자의 부족 그리고 파이낸싱
문제 등으로 인해 쿠웨이트, UAE의 아부다비, 카타르 등의 일부 석
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의 가동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발전
및 담수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와 비교하여 우선 추진 순위에서 밀린
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서 투자자금
의 상당부분을 차입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인데 최근의 글로벌 금융
위기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
상된다. 중동지역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상당한 생산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지역 석유화학 기업들은 풍부한 가스원료
를 수월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다른 지역 기업
들에 비해 월등한 편이다. 참고로 2008년 8월 기준 중국에 공급한
폴리에틸렌의 톤당 가격이 중동산은 394불에 불과했던 데 반해 유럽
산은 1,466불로 4배 정도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동지역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앞으로 중
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시장의 주요 공급업자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반해 유럽 등 기타 지역의 석유화학 생산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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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담수발전
□ 동향
◦ 개황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와 함께 GCC의 전력과 물 수요도 최근 수
년간 현저하게 증가해 왔다. 중동지역의 유력 경제 및 건설 전문지
인 MEED가 발표한 걸프지역 담수발전 관련 보고서(2008.6)에 따르
면 지난 10년 중 전반기의 뚜렷한 투자 감소세와 맞물려서 아부다비
를 제외한 걸프지역 전역에 걸쳐 전력 비축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GCC지역에서 연 10%에 이르는 전력 수요 증가와 8%의
담수 수요 증가를 맞추기 위해 2015년까지 현재 용량의 80%에 해당
하는 6만 MW의 신규 전력과 현재의 두배인 50억g/d 이상의 담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7년의 단가를 기준으로 할 때, 향후 GCC 각국은 신규 전력 생
산능력 확보를 위해 500억불, 담수용량 확대에 200억불에 달하는 신
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참고로 두바이의 경우 2015년에 발전, 담수 수요가 각각 16,000MW,
8억g/d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만은 2008년부터 2014년까
지 2,985MW 용량의 발전소와 최소 2,900만g/d 용량의 담수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 무스카트(Muscat), 부라이
미(Buraimi), 남부 및 북부 바티나(Batinah), 샤르끼야(Sharqiy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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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하(Dhariha)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메인 시스템의 최대 전력
수요량은 2007년(2,682MW) 대비 매년 10%씩 증가해 2014년에는
5,111M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물 수요량은 194억 갤런에서 2배
이상 증가한 519억 갤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살랄라(Salalah)와
도파르(Dhofar) 지역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살랄라 시스템의 최대
전력 수요는 2007년(251MW) 대비 매년 13%씩 증가해 2014년에는
580MW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대 물 수요는 살랄라
IWPP가 공급하게 될 연간 53억 갤런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투자
2008년 2월 10일부터 3일간 개최된 중동전기박람회의 주관사인
“IIR Middle East”는 향후 10년간 걸프지역에서 예상되는 발전 담수
부문에의 대규모 투자(약 1천억불)중 상당부분이 민간부문에서 조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러한 투자가 걸프지역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
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식 통계자료에 의하면 세계 최대 담수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는 현재 하루 6억 갤런(연간 약 2,200억 갤런)의 담수를 생산, 국내
에서 필요로 하는 음용수의 약 70%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전 세계 담수 생산량의 약 30%
를 생산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또한 담수 외에 550만 ㎥/d의
음용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200만 ㎥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물 수요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0년 경에는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070만 ㎥/d의
담수 생산시설 능력을 증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약 530억불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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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알후세인(Abdullah Al Husayn) 사우디아라비아 수전력부 장관은
향후 20년간 물 수요가 1,100만 ㎥/d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
인구의 90%에 하수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UAE 역시 현재 1인당 물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물 소비
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여서 담수 생산시설의 건설이 지속적으
로 필요한 상황이다.
두바이수전력청(Dewa)은 2007년 초, 전기 및 담수 생산시설 능력
을 3배 정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 확장사업에 100억불을 투자할 계
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바이수전력청에 의하면 2006년도 기준 두
바이의 전기와 물 소비는 각각 21,475Gwh, 649억 갤런으로 각각 전
년대비 30%, 11.3%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바이상공회의소(DCCI)가 2007년 10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06년까지 UAE의 유틸리티 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이
8%로 명목 GDP 성장률(9%)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
타났다.
◦ 프로젝트 추진 지연
최근 들어서 시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개발업체들이 담수 발전 프
로젝트의 일정과 투자계획을 재평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
수 프로젝트의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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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수전력공사(WEC)는 2007년 12월, 라스 알주르
(Ras al-Zour) 민자담수발전사업(IWPP)의 입찰 마감일을 2008년 5
월로 12주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WEC는 PQ 통과 기업들의 연기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동
IWPP 사업의 지연은 다른 프로젝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인다.
걸프지역의 발전 및 물 시장에서 붐이 일면서 자재의 단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용 또한 크게 상승해 온 것이 사실이다.
EPC 계약업체들이 이미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가용 여력이 작
은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
업체들 또한 유능한 건설업체와 스팀터빈의 확보를 위해 상당한 노
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라스 알주르 프로젝트도 수요가 공급
을 초과하고 있는 세계 스팀터빈 시장환경의 영향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역내 유틸리티 회사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발전 및 물 시설을 건설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건설업체
들은 보다 조건이 좋은 프로젝트를 선택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익이
작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히 입찰 참가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능한 건설업체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신규 업체들의 시
장 진입은 더욱 활발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벰코(Bemco)사의 자
회사로서 최근 설립된 통합인프라개발사(United Infrastructure
Developers Co.)가 아부다비의 슈웨이핫(Shuweihat) 2 IWPP의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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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과하고, 스페인의 유니온 페노사(Union Fenosa)가 오만의 살랄
라(Salalah)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부(Yanbu) 및 라스 알주르
IWPP의 입찰에 참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전망
에너지박람회 주관회사인 PennWell은 2008년 1월, GCC 국가들이
연간 5%씩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100만 MW의 발전설비를
추가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약 500억불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하였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력과 물 수요가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는 GCC의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설
확충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자담수발전사업(IWPP)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
다. 일례로 UAE 아부다비 남서부에서 프랑스의 대형 에너지 기업인
GDF수에즈가 아부다비 에미레이트와 함께 건설할 예정이던 담수발
전 플랜트가 파이낸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자
금 30억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그동안 교섭해 왔으나 은행단의 리
더인 프랑스의 카리용(Calyon) 은행이 국제적 금융위기를 이유로 융
자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2008년 말에 예정된 계약체결도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0억불 규모의 오만 살랄라 IWPP도 파이낸싱 문제로 2009년 이전
에 착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가 유력시돼 온 싱가포르
의 셈브사(Sembcorp)는 2008년 말경에 낙찰자로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년 내에 파이낸싱이 불가능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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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낙찰자 선정도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참
고로 셈브사는 스탠다드챠터드뱅크로부터 8억불 상당의 자금을 지원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걸프지역 각국 정부의 입장에서 경제 및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 및 담수 플랜트의 확충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지역과 신설 산업단지 및 신도시 등
의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발전 및
담수 플랜트에 대해서는 직접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교통인프라
□ 동향
ㅇ 철도
철도부문에서는 아라비안만에서 유일하게 철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수의 추가 및 신규 철도 건설을 추진하
고 있다. 특히 젯다, 담맘, 주베일 항을 연결하는 50억불 규모의 사
우디 랜드브리지(Saudi Landbridge) 프로젝트가 주목을 모으고 있
다. 동 프로젝트는 담맘-주베일간(115km) 추가 라인 건설, 리야드담맘간(450km) 개보수, 리야드-요르단 국경 소재 후다이싸
(Hudaitha)간(610km) 철도 건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 철도망이
완공되면 화물 및 승객 수송량이 19.5% 증가해 3천만 t/y, 2,300만명
을 수송할 수 있게 된다. DBOT(Design-Build-Operation- Transfer)
방식으로 진행되는 53억불 규모의 메카-메디나 철도 프로젝트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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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를 통과한 4개 컨소시엄에 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입찰
과정이 끝나면 동 프로젝트의 1단계가 착수될 예정이다. 동 철도망
은 시속 300km의 고속철도로가 완공되면 젯다에서 메카까지는 30분,
젯다에서 메디나까지는 2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리야드개발
청(Arriyadh Development Authority: ADA)이 추진하고 있는 20억
불 규모의 리야드 경전철 프로젝트도 주목할 만하다. 동 프로젝트는
리야드 남북을 연결하는 38km 구간 건설과 동서간 13km를 확장하
는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ADA는 동 경전철이 완공되면 대중교
통 이용률이 현재의 2%에서 1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타당성조사가 종료된 GCC 철도망의 진전도 예상된다. 그러나 동
프로젝트가 경제적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긴 하지만 GCC 6개국 모두
가 사업에 참여할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지 불분명한 상태
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추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
두바이에서는 2009년 9월 9일 개통 예정인 지하철 프로젝트가 원
활히 수행될지 주목된다. 두바이도로교통청(DRTA)은 동 프로젝트에
참여한 미쓰비시 컨소시엄에 기간을 연장해 주기 보다는 추가 예산
의 확보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만도 소하르(Sohar)를 출발, 수도 무스카트(Muscat)를 경유하여
두쿰(Duqm)까지 연결되는 해안선을 따라서 철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북부의 항만 및 산업지구인 소하르 및 바르카
(Barka)와 무스카트 북부를 연결하는 화물철도 건설과 산업지구 및
자유무역지대 단지로 개발 계획된 남부 두쿰지역까지 철도 노선을
연장하는 2단계 공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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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의 경우 정부가 수도 마나마(Manama)의 교통 흐름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해 모노레일 철도망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내각이 “모
노레일 메트로”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모
노레일 건설프로젝트는 약 80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 계
획에는 토지 수용(Land Appropriation), 역사 및 철로 건설, 도로 및
관련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ㅇ 항공
항공부문에서는 국영 항공사 및 국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움직임
이 활발하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최근 들어서 정부가 국제
공항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국제공항의 현대화, 공항부문의 경영효율성 개선 및 투
자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공항 민영화 절차는 신중하
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영 항공사의 민영화 또한 관료주의
때문에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레인 또한 2011년까지 바레인국제공항의 여객수송 능력을 기존
1천만명에서 1천 5백만명으로 확대하고, 화물터미널 처리용량을 1백
만 t/y로 확장(2007년 기준 374천톤 처리)하는 바레인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역내 정치
및 경제적 통합을 앞당기기 위한 도로, 철도, 경전철, 교량 및 코즈
웨이 등의 교통인프라는 비교적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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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교통 혼잡이 심한 UAE의 두바이 및 아부다비, 카타르의 도하,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 도시 등에서는 지하도로, 시내 및 도시간 연결
도로망, 경전철 등의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에 계
획된 사업도 큰 문제가 없는 한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내 국가간 교역이 증가하고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
에서 국가간 연결 교통망이 매우 취약한 점은 걸프지역 주요국이 해
결코자 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2030년
까지 교통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교통인프라 프로그램을 추
진해 왔다. 이의 일환으로서 중동지역에서 추진 및 계획되고 있는
교량 및 코즈웨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500억불에 달한다. 130억불 규
모의 카타르-바레인 연결 코즈웨이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걸프지역
6개국을 연결하는 철도망도 주요 사업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 조달과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예
상되는 만큼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주요국 입장에서 자국민의 편의와 자국의 경제 발전에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프로젝트는 우선 순위에서 밀
릴 것으로 예상된다.

마) 제조시설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중동지역의 제조업은 2008년에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제조시설 가운데 알루미늄 및
비료 프로젝트는 에너지가 풍부한 걸프지역의 경제 다각화 전략의
핵심사업이다.
- 117 -

특히 2008년에는 알루미늄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
다. 대부분의 중동지역 국가들은 대규모 제조시설 프로젝트를 계속
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
진되면서 제조시설 부문 역시 자재 및 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결국 EPC 비용이 크게 상승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공기
가 연장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업비 인상은 소규모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손상시키고 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년 전에 10억
불이던 카타르비료회사(Qapco)의 메사이드 확장사업(Qapco 5)의 경
우 사업비가 30억불로 3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업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들은 계속해서 대형 제조
시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라스 알주르(Ras Al-Zour)와 알잘
라미드(Al-Jalamid)에서 대규모 제조시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광업공사(Maaden)는 2008년 10월에 미국의 벡텔(Bechtel)사와
160만 t/y 규모의 라스 알주르 알루미늄 스멜터 프로젝트의 EPCM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카타르석유(Qatar Petroleum)와 노르웨이의 노르스크 하이드로
(Norsk Hydro)가 합작 설립한 카타룸(Qatalum)은 56억불 규모의 알
루미늄 생산단지 프로젝트를 2007년 11월에 착공, 2009년 말에 생산
을 계획하고 있다.
UAE의 타윌라(Taweelah)의 140만 t/y 규모의 에미레이츠 알루미
늄(Emal) 생산시설의 부지작업도 2008년 초에 시작할 예정이다. 아
부다비기초산업공사(Adbic) 또한 루와이스(Ruwais)에 50억불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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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스멜터 건설을 위한 합작사 설립을 위해 호주의 리오 틴토
(Rio Tinto)사와 최종 협상을 하고 있다.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오만의 철강산업도 최근 2년간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오만 정부는 걸프지역의 주요 철광석 및 철강
제품 생산국으로 부상할 목적으로 새로운 시설 건설 및 확장에 50억
불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바) 환경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걸프 산유국들은 지금까지 신 에너지 분야
에서 다른 지역에 뒤쳐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1인당 전력
소비량과 폐기물 배출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되면서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많은 프로젝트가 발표된 2007년에 이어 2008
년에도 다수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폐기물 및
하수 처리, 발전 효율화, 에너지 절약형 건축 등과 같이 생활 밀착형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환경기업들의 진출
도 매우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프로젝트 추진현황
UAE의 아부다비 에미레이트는 2007년 5월에 근교지역에 인구 10
만명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도시인 “마스다르 커뮤니티
(Masdar Community)”를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다. 2007년 6월에는 두
바이 에미레이트가 신 에너지를 이용한 경제특구 및 주거시설 등으
로 구성된 “에너지-환경파크”의 건설을 발표하면서 환경 관련 기업
등의 유치에 적극 나서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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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킹파드
석유광물대학에 신 에너지 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오만에서는 대추
야자에서 바이어 연료를 생산하는 공장 설립이 인가되었다. 카타르
의 민간 상업은행인 도하뱅크와 두바이 금·상품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바이멀티상품센터는 자국 내에 온난화 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
설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바레인에서는 대형 풍력발전 터빈을 갖
춘 고층빌딩이 곧 완성될 예정이다.
◦ 다목적․전략적 지원
걸프지역 국가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표면적 이유는 환
경오염과 전력부족의 심각성 때문으로 보인다.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면 그만큼 수출이 증가하므
로 수익이 증대되는 경제적인 요인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고유가 시대에 축적한 풍부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
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신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거나 석유자원이 고
갈되는 시기를 대비하여 세계 에너지산업에서 중요한 입지를 구축하
는 동시에 관련 산업과 기술의 발전이 산업 다변화는 물론 높은 실
업률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선진국 기업 진출확대 예상
걸프지역의 환경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
문에 선진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미 걸프지역 주요국 정부 및 국영
석유회사 등과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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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는 2007년 6월에 아부다비의 태양열 발전 등의 사전조
사 등을 위해 500만 유로를 지원하는 한편, 엔지니어링회사 등이 참
여하는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본 정부도 2007년 4월, 아베 수상이 약 180명의 경제단체 사절
단과 함께 걸프지역 4개국과 이집트를 방문하여 환경 등이 포함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사) 냉방시설
최근 수년간 급성장하였고, 앞으로도 상당한 성장이 예상되던 걸
프지역의 냉방시장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어려움으로 인해 큰 도전
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 여간 70∼100%에 달할 정도로 비용이 급상승했던 점도
냉방시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걸프지역의 냉방시설 수요는 2015년까지 350% 상승할 것으로 전
망되었다. 걸프지역의 냉방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급성장하여, 현재
시설규모가 180만 톤을 넘어선 상태이다. GCC에서 1조불 상당의 부
동산 프로젝트가 계획 및 추진되면서 그동안 냉방시설의 수요도 급
증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중동 경제 및 건설산업 전문지인 MEED
는 향후 7년간 650만 톤의 냉방시설 확충에 약 195억불이 투입될 것
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국가별로는 현재는 UAE의 냉방시장 규모가 가장 큰 편이지만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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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이 큰 국가로 분류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와 바레인도 유망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시장 규모가 작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오만과 쿠웨이트는 고층빌딩 규제와 낮은 요금체계 때문에 냉방시장
이 발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 관광
호텔, 공항 등 관광산업 관련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두바이
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관광객 감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산업 전문 조사기관인 미국의 스미스트래블리서치(STR)는
2008년 10월 28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두바이 호텔의 평균 객실 점
유율이 1년전과 비교하여 8.9% 포인트 하락한 62.1%라고 밝혔다. 같
은 기간 중동지역의 평균 객실 점유율이 66.5%에서 63%로 3.5% 포
인트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두바이의 관광객 수가 크게 감소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는 점이다. 결국 호텔 등 상업용 건물의 건설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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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CC

정부조달 시장 동향

가. 정부조달 시장 개념과 건설부문 범위
1)

정부조달 시장 개념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이란 중앙정
부나 지방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
간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조달 시장은 매우 폐쇄적이다. 대다수 WTO 회원
국 정부들조차 조달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조달을 국내 경제개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지역 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미
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선진국 정부도 조달시장에 대해 폐쇄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경우 자국 기업에 가격 특혜를 주고 있는 “바
이 아메리칸 법(Buy American Act)”을 1933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조달 시장을 폐쇄할 경우 정부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기업들의 외국 시장 진출이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
문에 일부 국가는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에 관련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국가별
로 정부 조직체계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국내 사정 및 환경이 다
르기 때문에 정부조달의 범위나 규모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가령
한-미 FTA 협상에서는 지방정부 조달시장과 공기업은 개방 대상에
서 제외하고 중앙정부 조달시장만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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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는 중앙 및 지방 조달시장은 물론 공기업도 포함하고 있다.
물품과 서비스의 양허 하한선도 시장별로 차이가 있다. 가령 한-칠
레 FTA는 5만 SDR2)인 반면, 한-싱가폴 FTA는 10만 SDR로 정하
고 있다.
2) 정부조달 시장 건설부문 범위
정부조달 시장의 건설부문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의한 건설 관련 재화 및 용역의 조달행위를 일컫는다. 기업의 입장
에서 보면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사업의 설
계 및 감리 등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활동, 사업에 소요되는 각
종 기자재 공급 활동, 시공업무 수행 활동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에 따라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거나 지방정
부의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또한 많은 국가가 여전히
지방 행정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까지 통계화할 수 있을 정도의 효
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동지역의 대부
분 국가들도 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부조달 시장의 건설부문의 범위를 중앙정부
(일부 지방정부 포함)와 공공기관(국영기업)에 의한 엔지니어링 서비
스 및 시공 계약행위로 좁히고, 기자재 조달의 경우 EPC로 계약하
는 프로젝트에 한해 포함시키고자 한다.
2)

특별인출권을 의미하는
의 약자로 정부 조달협정의 기준액 단위로 사용됨
의 가치는 주요국 통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개국의 표준바스켓 방식에 따라
결정됨 년 월 일 기준 은
임
Special Drawing Rights

SDR

,

. 2008

9

14

1SDR

,

,

1.68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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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중동 걸프지역의 각국 정부와 기관들은 계약공사 정보를 체계적으
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중동지역의 유력한 경
제 및 건설 전문지인 “미드(MEED)”의 산하기관인 “미드 프로젝트
(MEED Projects)"가 매월 발표하는 중동지역(GCC외 중동 및 북아
프리카 지역 국가 포함)의 주요 계약공사 리스트를 활용하였다. 기준
연도는 해외건설협회의 건설통계의 계약금액(계약연도 기준)과 별
차이가 없는(MEED 계약금액이 4% 적음) 2006년도 계약공사를 집
계하여 산출한 계약금액을 기준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또한 해외건
설협회의 계약금액이 4% 많은 점을 고려하여 MEED 계약금액을
4% 가산, 활용하였다. MEED의 2006년도 계약공사 리스트 가운데
누락된 1개월분(11월) 계약금액은 11개월간 계약금액에서 평균치를
산출, 연간 계약금액에 합산하였다. 누락된 계약공사 리스트가 많은
2007년도 계약금액 데이터는 해외건설협회 건설통계의 2007년도
GCC 계약금액의 전년대비 증가율(86%)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하였
다. 따라서 본 고에서 활용한 정부조달 시장의 건설부문 규모는
MEED와 해외건설협회의 통계(계약연도 기준 계약금액)를 활용하여
집계한 추정치임을 밝힌다.

나. GCC 정부조달 시장 건설부문 규모
1)

중동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에서의 GCC의 위치

세계 최대의 산유지대로서 막대한 석유 수입(收入)과 외국인 투자
를 토대로 플랜트 외에 토목, 건축 등의 각종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
진하고 있는 GCC의 2007년도 건설시장 규모는 북아프리카 지역이
포함된 중동지역 전체 건설시장(약 2,200억불 추정)의 약 79%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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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년도 계약금액(약 930억불) 대비 약 87% 증가한 1,740억불 정
도로 추정된다. 참고로 2008년도의 중동지역 전체와 GCC의 건설시
장 규모는 각각 약 3,200억불, 2,500억불로 추산된다.
GCC 전체 건설시장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
중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2007년 기준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
문) 규모는 전체 건설시장의 약 64%인 1,100억불 정도로 추정된다.
참고로 2006년과 2008년의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 규모는 각
각 약 580억불(전체의 약 62%)과 약 1,500억불(전체의 64%)로 추산
된다.
그림 Ⅱ-1> GCC 건설시장에서의 정부조달시장(건설부문) 규모('07)

<

정부조달시장
1,100억불
63%
민간건설시장
640억불
37%

GCC의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의 규모가 특히 큰 이유는 GDP의
60～90%를 차지하고 있는 각국의 주력 부문인 석유, 가스 등의 에
너지 관련 산업을 정부(국영기업)가 독점 관리하면서 직접 프로젝트
를 발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3년 이후 국제 고유가가 장
기간 계속되면서 GCC 각국 정부가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규
모의 오일머니를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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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외에 각종 인프라부문에 적극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06년 말 기준 GCC 6개국은 외화자산 규모가 거의 2조불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재원을 축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국가별

2007년 기준 GCC 국가별 건설시장의 규모를 보면 UAE가 약 540
억불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국가의 건설시장 규모는 사우
디아라비아 약 470억불, 카타르 약 430억불, 오만 약 140억불, 쿠웨이
트 약 120억불, 바레인 약 40억불 등의 순으로 추산된다.
GCC 국가별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의 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가
36%(약 390억불)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국가별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 규모는 UAE 약 250억불, 카타르 약 220억불, 쿠웨이
트 약 110억불, 오만 약 100억불, 바레인 약 30억불 등의 순으로 추
산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 규모가 특히 큰
이유는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 관련 석유화학 및 정유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Ⅱ-2> GCC 국가별 정부조달시장(건설부문) 규모('07)

<

[단위: 억불]

390
450

250

350

220
110

250

100
30

150
50
-50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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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바레인

3)

공종별

2007년 기준 GCC 전체 건설시장의 공종별 계약공사를 보면 약
53%를 점유한 플랜트 부문이 약 920억불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
다. 기타 공종별 규모를 보면 건축 약 470억불, 토목 약 280억불, 기
타(전기통신 및 용역 등) 약 70억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의 공종별 규모를 보면 플랜트가 전
체의 60%인 약 660억불로 가장 컸다. 기타 공종별 현황을 보면 건
축 약 190억불, 토목 약 180억불, 기타(전기통신 및 용역 등) 약 70
억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플랜트 공종의 정부조달 시장 규모가
특히 큰 이유는 국제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석유 및 가스 관련 석유
화학, 정유 등의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 및 개선하는 한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발전 및 담수부문과 기타 제조시설에의 투자를 확대
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Ⅱ-3> GCC 정부조달시장(건설부문) 공종별 규모('07)

<

토목
180억불
16%

기타
70억불
6%

건축
190억불
17%
- 128 -

플랜트
660억불
61%

3. GCC

정부조달 시장 건설부문 진출실태 분석

가. 외국기업 진출현황
1)

진출기업 출신지역별

2007년도 계약금액 기준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에 진출한
기업의 출신지역을 보면 현지에 기반을 둔 중동지역 출신 기업들이
34%로 가장 많은 약 375억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으로 추
정된다. 기타 진출기업의 출신지역별 현황을 보면 유럽 약 300억불,
아시아 약 240억불, 미주 약 155억불, 기타 약 30억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4> 진출기업 출신지역별 GCC 정부조달시장(건설부문) 진출현황('07)

<

미주
155억불
14%

기타
30억불
3%

중동
375억불
34%

아시아
240억불
22%
유럽
300억불
27%

2008년에도 각 지역별 출신기업의 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
로 추정된다.

- 129 -

2)

국가별

2007년 기준 GCC 국가별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의 규모는 사우
디아라비아가 약 390억불로 가장 컸으며, 기타 UAE 약 250억불, 카
타르 약 220억불, 쿠웨이트 약 110억불, 오만 약 100억불, 바레인 약
20억불로 추산되었다.
진출기업의 출신지역별 GCC 국가별 진출현황을 보면 중동지역 출
신기업(자국 계약금액 포함)은 사우디(전체의 약 39%)에 가장 활발
히 진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타 유럽지역 출신기업은 UAE(전체
의 약 29%)에 그리고 아시아지역 출신기업은 카타르(전체의 약
34%)에 가장 활발히 진출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출기업 출신지역별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 국가별 진출
현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16> 진출기업 출신지역별 GCC 국가 정부조달시장(건설부문) 진출현황('07)

<

출신 국가
중 동
유 럽
아시아
미 주
기 타
합 계

단위: 억불)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

GCC

사우디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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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9

11

300

82

86

55

23

41

13

240

41

53

82

28

30

6

155

116

10

0

29

0

0

30

5

25

0

0

0

0

1100

390

250

22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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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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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종별

2007년 기준 외국 건설기업의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의 공
종별 계약공사를 보면 플랜트 부문에서 가장 많은 약 670억불의 프
로젝트를 수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공종별 진출 현황을 보면
건축 약 185억불, 토목 약 175억불, 기타(전기통신 및 용역 등) 약
70억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5> 외국기업의 GCC기타
공종별 정부조달시장(건설부문) 진출현황('07)

<

건축
185억불
17%

70억불
6%
플랜트
670억불
61%

토목
175억불
16%

출신 지역별 기업의 공종별 진출현황을 보다 상세히 살펴 보면 다
음과 같다. 특히 중동지역 출신 기업의 경우 다른 지역 출신 기업과
비교하여 건축 및 토목 공종에의 진출이 매우 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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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7> 출신지역별 기업의 공종별 진출현황

<

(

단위: 억불)

플랜트
토목
건축
기타
공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출신
중 동
124
34%
74 20% 143 39% 29
8%
유 럽
207
69%
53 18% 21
7%
아시아
186
76%
24 10% 25 10% 10
4%
미 주
146
94%
6
4%
2
1%

나. 한국 건설기업 진출현황3)
2007년 기준 한국 건설기업은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약
1,100억불 추정)에서 약 121억불(11%)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
다. 이는 아시아 지역 기업들이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에서
수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약금액(240억불)의 약 50% 그리고 우리
기업이 중동지역 전체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에서 수주한 계약금
액(약 189억불)의 약 64%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로 2008년 10월
말 기준 우리 기업은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에서 중동 전체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 수주액(약 186억불)의 약 88%(약 164억불)
를 수주, GCC 지역의 정부와 공공기관(기업)을 상대로 한 수주활동
이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공사 계약을 체결한 연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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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별

2007년 기준 한국 건설기업이 진출한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
문)의 최대 시장은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의 약 4.2%, 우리
기업의 동 부문 계약금액의 약 38%에 해당하는 약 46억불을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로 나타났다. 기타 GCC 국가별 정부조달 시장(건설
부문)의 수주실적을 보면 UAE 약 28억불, 쿠웨이트 약 24억불, 카타
르 약 15억불, 오만 약 7억불, 바레인 약 1억불 등의 순인 것으로 파
악되었다. 참고로 2008년 10월말 기준 국가별 진출현황을 보면 쿠웨
이트가 약 68억불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UAE 약 37억불, 카타르
약 34억불, 사우디 약 16억불, 오만 약 5억불, 바레인 약 3억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6> 한국 건설기업의 GCC 국가별 정부조달시장(건설부문) 진출현황('07)

<

[단위: 백만불]

카타르
1,537
13%
쿠웨이트
2,352
19%

오만 바레인
742 109
1%
6%

사우디
4,555
38%

UAE
2,83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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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2006년 기준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에서 약 57억불의 공사
를 수주한 한국 건설기업은 2007년에는 전년대비 약 110% 증가한
약 121억불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증가율이 하락 추세이긴 하지
만 2008년 들어서도 계속해서 증가하여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
문)에서 10월말 기준 약 164억불의 공사를 수주한 상태이다.
그림 Ⅱ-7> 한국 건설기업의 연도별 GCC 정부조달시장(건설부문) 진출현황

<

164억불

25,000
121억불

20,000
15,000

57억불

10,000
5,000
2006

3)

2007

2008.10

공종별

2007년 기준 한국 건설기업의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의 공
종별 계약공사를 보면 플랜트에서 가장 많은 약 100억불(전체의 약
82%)을 수주하였다. 기타 공종별 수주현황을 보면 토목 약 12억불, 기
타(전기통신 및 용역 등) 약 5억불, 건축 약 4억불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참고로 2008년 10월말 기준 공종별 진출현황을 보면 플랜트가
여전히 약 127억불(전체의 77%)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토목 약 26억
불, 기타(전기통신 및 용역 등) 약 11억불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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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한국 건설기업의 GCC 공종별 정부조달시장(건설부문) 진출현황('07)

<

토목
1,249
10%

건축
388
3%

[단위: 백만불]

기타
528
4%

플랜트
9,962
83%

우리 기업의 2007년도 GCC 정부조달 시장(건설부문)의 공종별 계
약공사의 분야를 보다 상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플랜트: 석유화학 및 화학 플랜트 약 48억불(8건), 발전소 약 25억
불(3건), 담수플랜트 약 7억불(1건), 가스처리시설 약 7억불(1건) 등
② 토목: 도로 약 5억불(4건), 단지 조성 약 4억불(10건), 항만 약
1.3억불(2건), 상하수도 약 1.2억불(11건) 등
③ 건축: 공항 건축물 약 2.3억불(2건), 사무실 빌딩 약 1.2억불(1
건), 학교 약 2천만불(1건) 등
④ 기타: 전기 약 5억불(18건), 용역 약 4천만불(2건), 통신 약 900
만불(2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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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GCC국가별 정부조달 관련제도
1.

사우디아라비아

가. 정부조달 법령 및 조달제도
1)

정부조달 법령 및 조달제도 관계

사우디의 정부조달과 관련 적용되고 있는 법령은 2006년 9월 제정
정부입찰 및 조달법(Government Tenders and Procurement Law: 왕
령 제 M/58호) 및 2007년 3월 제정된 동법 시행령(Implementing
regulation of Government Tender and Procurement Law: 재무부령
제362호)이 있다. 정부조달 법령은 1966년 왕령 제 6호인 입찰 및 경매
법(Tenders and Auctions)이 처음 공표된 이래, 1977년 왕령 제 14호
정부조달 및 프로젝트 공사 이행법(Procurement of Government
Purchases and Execution of Its Projects and Works Law)으로 개정
이 되었고, 그 이후 2006년 왕령 제 M/58호인 정부입찰 및 조달법
(Government Tenders and Procurement Law)으로 전면 개정 되었다.
2)

중앙집권적 조달체제 여부

정부기관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통일된 법령으로 정부
입찰 및 조달법과 동법 시행령이 있으나, 한국의 조달청과 같은 조
달만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중앙집권적
조달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정부의 각 부처, 공공기관, 지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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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 자체적으로 조달계약권한을 보유하면서 기관별로 각각 시행
하고 있다.
3)

정부조달 법령의 개요 및 특징

정부입찰 및 조달법은 1977년 제정된 조달법을 대체하는 법률로서
2006년 9월27일 제정되어 왕령 M/58호로 공포되어 120일 경과 후
효력을 발휘하였으며, 동법 시행령은 2007년 3월 재무부령 제362호
로 공포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였다. 정부조달법령은 정부조달
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부기관 전체에 적용되어 통
일된 법령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조달법은 상품, 서
비스 및 공사계약 등을 별도의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제정하지 않고
1개의 법령 내에서 전체를 규정하는데, 정부입찰 및 조달법을 적용
받는 기관은 중앙부처, 독립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정부기관(Government Authority)이며, 공기
업(Agency)은 자체 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동 조달법을
적용한다.(법69조)
사우디는 2005.12.11. WTO 제149번째 정식회원으로 가입 당시
WTO정부조달협정(GPA) 가입협상을 개시하여 WTO회원 가입 후 1
년내 GPA협상을 완료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상을 개시
하지 않고 있으며, WTO 정부조달 위원회 준회원(Observer)으로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조달분야가 GCC의 EU 등 다른 국가(블록)과의 FTA 협상 시
주요한 협상의제 중의 하나로 제기되면서 EU 등에서 개정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여 2006년 9월에 조달법을 전면 개정하여 기존 조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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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체하는 신규 조달법을 제정함으로서 외국기업의 차별적 대우를
법적으로는 상당부분 해소하였다. 종전까지는 사우디 및 GCC국가
생산 제품에 대해 10%의 가격 특혜를 부여하고, 외국기업 계약자에
게는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예 : 30%)을 사우디 기업에 대해 의무적
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2006년 신규
제정된 조달법에는 자국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대적용의 원칙
을 규정하고 있다.(제5조)

나. 정부조달 제도 주요내용 및 특징
1)

정부조달 법령의 주요내용

정부조달 관련 통일된 법인 정부입찰 및 조달법 (Government
Tenders and Procurement Law)은 전체 13장 81개 조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시행령인 정부입찰 및 조달법 시행령(Implementing
Regulation of Government Tenders and Procurement Law - 재무
부령 제362호 (2007.3.10))은 22장 155조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입찰 및 조달법의 주요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 기본원칙(1조～9조)
- 제정목적, 입찰참가 동등대우, 자국산 우대원칙, 공개입찰 원칙,
입찰공고 등 규정
제2장 : 입찰서제출 및 개찰(10조～15조)
- 입찰서 제출방법, 입찰보증금, 응찰 유효기간, 입찰가 조정금지
의 원칙, 입찰서 개봉위원회(개찰위원회)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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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입찰심사 및 낙찰자 선정(16조～26조)
- 입찰심사위원회, 낙찰예정자 협상, 차점자 협상, 단독입찰, 입찰
취소, 낙찰자 선정 등 규정
제4장 : 계약체결 및 이행기간(27조～32조)
- 계약체결방법, 계약기간, 소액계약체결, 재무부계약통지 등 규정
제5장 : 계약보증(Bank Guarantees) (33조～35조)
- 계약보증금 납부 및 보증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6장 : 계약내용(금액)의 조정(제36조)
- 정부가 계약자의 의무를 10%범위 내에서 증가, 20%범위 내 에
서 축소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
제7장 : 대가의 지급(37조～43조)
- 대가지급 화폐, 선금의 지급, 최종 기성금의 유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을 규정
제8장 : 수의계약(44조～46조)
- 수의계약 조건 및 방법, 수의계약을 위한 구매와 용역의 분할금
지원칙 등을 규정
제9장 : 공개입찰 예외규정(47조)
- 국방기자재구매 등 공개입찰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사
항에 대해 규정
제10장 : 위약금 및 계약연장(48조～54조)
- 착수지체상금, 계약불이행 위약금, 계약연장시의 지체상금 면제,
계약의 취소 등을 규정
제11장 : 동산의 경매(55조～59조)
- 정부자산(동산)에 대한 경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2장 : 부동산의 임대 및 투자(61조～63조)
- 정부보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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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 일반규정(64조～81조)
- 계약자의 성실한 의무이행, 법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 제3자 위
임, 낙찰자 공고의무, 하자보증, 분쟁조정, 법률효력발생시기 등
규정
2)

정부조달 유형

정부 조달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상황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국제입찰, 수의계약 등을 통해 조달한다. 그러나 100만 리얄(26.7만
US$)을 초과하는 정부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에 의해 조달하
게 된다.
◦ 공개경쟁입찰(Open Tenders)
조달입찰과 관련하여 자격을 갖춘 모든 자들에게 입찰참가를 허용
하는 경우로서 정부입찰 및 조달법 제3조에는 모든 개인 및 기업에
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동등 대우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
다. 그러나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해당분야에 벤더로서 등록되어 있
거나, 납품 또는 공사실적이 있는 자, 재정 상태가 양호한 자 등에
대해서만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완전한 공개경쟁입
찰은 희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제한경쟁입찰(Limited Tenders)
특별한 기술 또는 금융조건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
는 국내외 업체만을 초청하여 입찰을 실시하게 되는데 초청되는 업
체는 사우디 내에서 평판이 좋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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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절차는 공개입찰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제한경쟁입찰이 가
능한 경우에도 최근 사우디 정부는 가능한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조
달하는 추세이다.
◦ 협상에 의한 계약(Limited Negotiations)
특별한 기술 또는 금융조건 등을 필요로 하여 제한경쟁입찰로 실
시하여야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조달물품(용역)의
성격상 극히 제한된 업체만이 참가 가능한 경우 또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경우 특별히 초청된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는 방식이다.
◦ 수의 계약(Direct Procurement)
계약금액이 100만 리얄(26.7만US$)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
거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3개 이
상의 견적을 접수하여 견적가격이 시장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발
주처 장이 구성한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으며, 발주처 장이
수의계약을 결정할 수 있으며, 50만 리얄을 초과하는 계약은 계약
권한을 위임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
해 수의계약가능 금액 이내로 물품구매와 공사를 분할할 수 없으며,
발주처 장의 위임을 받기 위해 계약을 분할할 수 없다.
계약금액이 100만 리얄(26.7만US$)을 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하다.
① 무기 및 군사장비와 부품을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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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왕령에 의거 장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위원장 및 3
인의 위원)가 최적제안자(Best Offer)를 선정하고, 정부내각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컨설팅, 기술용역, 연구, 기획, 감독, 회계서비스, 법률자문 등
용역의 경우 5개의 전문업체를 초청하여 입찰심사위원회 심
사를 거쳐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③ 기계 및 전자장비의 부품구매의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전문
업체를 초청하여 견적을 제출케 한 후 관련 발주처가 입찰심
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후 최적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④ 제품구매, 공사 및 용역의 경우로서 공급가능업체가 1개 업
체만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발주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⑤ 전염병 발생의 경우 긴급히 필요한 의약필수품은 수의계약으
로 구매
◦ 매각(Auctions)
정부 구매부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 물품은 다른 정부 부처로
판매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매각가격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시장가격을 고려해 결정한 가격을 최저 매각가
격으로 한다. 만약 매각물품의 전체 가격이 10만 리얄(US$26,667)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매에 부치게 되는데, 공무원은 경매 이외의 경
우 정부매각 물품의 구매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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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 조달여부 및 현황

사우디 정부는 IT산업발전 중장기계획(NITP)의 이행을 위한 프로
젝트 중의 하나로서 전자정부프로그램(e-Government Program)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동 프로그램의 목적은 모든 정보 및 커
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합하여 정부간(G2G), 정부와 고객 간(G2C), 정
부와 비즈니스 간(G2B) 공유채널을 시스템화 함으로서 업무의 효율
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전자정부프로그램은 무역부문 전자데이터교환시스템(SaduiEDI) 구
축, 성지순례(Omrah), 스마트카드, 국가정보센터 서비스포탈구축, 주
정부 전자정부프로젝트, 전자지불시스템 구축, 사회보험관리정보시스
템, 전자인증시스템(PKI) 구축 등이 완료되어 이용중에 있으나, 전자
조달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조달법령에는 전자조달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입찰공고 시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공고, CD, 디스켓 등 전자 매체물에 의한 입찰
서 제출 등 일부분에 대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조달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우디의 경우도 한국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을 벤치마
킹하는 등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전
자조달이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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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AE

가. UAE의 정부조달 법령 및 조달제도
1)

정부조달법령 및 조달제도 관계

연방 정부 조달 부문 참여시 UAE 자국민 참여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어야 공공부문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토후국 및 프로젝
트별로 물품, 서비스의 특수성에 따라 자국민 참여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또한 연방법 1975. 16호는 연방 정부의 조달 부문 입찰시에만 적
용되며 토후국 발주 조달 부문 입찰시에는 각 지역별 법령에 따라
참가 회사 자격 조건 등이 별도로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각 에미리
트별로 자체 조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에미리트별 관련법에
의거 정부 조달 계약이 이루어진다.
◦ 아부다비 조달 관련법
- Rule No. 3 of 1977, Law No. 4 of 1977
- Law No. 20 of 2005(Law No. 4 of 1977 중 136조 개정)
◦ 두바이 조달 관련법
- Law No. 6 of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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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집권적 조달체계 여부

UAE는 연방차원의 정부 조달 관련 중앙집권적 조달 체계를 가지
고 있지 않으며 각 에미리트별로 자체 조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연방 정부 및 연방 부처의 조달 부분은 연방법 1975. 16호(공공부문
입찰법(Public Tenders Law)/Federal Regulation of Conditions of
Purchases, tenders and Contracts, Financial Order)에 의거 공공부
문(물품, 건설 등)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부문 입찰법(Public Tenders Law)에 따라 입찰 참가 가능 회
사 형태는 다음과 같다.
- UAE 자국민 소유 회사
- 합작 회사의 경우 UAE 자국민 소유 지분이 최소 51% 이상
- 외국 회사의 경우 UAE 자국민 에이전트를 통해 입찰 참가
또한 연방 정부 조달 관련 규정 Ministerial Decision No. 20 of
2000에 의해 각 연방 정부 부처 및 연방 정부 기관의 공공부문 물
품, 서비스, 건설 부분 정부 계약이 이루어진다.
3)

정부조달 법령의 개요 및 특징

연방 정부 조달 관련 규정인 Ministerial Decision No. 20 of 2000
은 국방부 또는 국가 보안과 관련된 정부 기관의 물품 및 서비스 구
매 분야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내각에 의해 통과된 법령 또는 규
정 등에 의해 동 결의안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각종 프로젝트,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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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위원회(Permanent Project Committee) 등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관련 물품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Ministerial Decision No. 20 of 2000에 의해 UAE 재정산업부 구매
담당 부서에서는 약 27만 달러 규모의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
고, 내무부, 보건부, 공공사업부 등도 독자적으로 물품 조달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여타 연방 정부 및 정부 기관의 경우에도 1백만AED
까지 자체 조달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동 결의안에 의한 계
약의 경우 재정산업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국방 분야의 경우 국방 조달법 1986.12호 (Decree 12 of 1986 of
the Deputy Supreme Commander of the Armed Forces (the
"Armed Forces Procurement Regulations"))에 의거 프로젝트에 따
라 상기의 공공부문 입찰법 적용 유무 결정된다. UAE 재정산업부가
관할하는 조달 분야는 에미리트별 조달 부문 및 국방 및 국가 보안
관련 구매 계약을 제외한 연방 정부 차원의 조달부분에 국한되고,
국방 조달법령 1986.12호 적용 대상 및 적용 유무는 사안별로 결정
되며 대상 범주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예를들어 정부 대 정부의
전략적 군사 조달 정책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 동 국방 조달법령을
적용한다.
WTO 자료(WT/TPR/162)에 따르면 조달 부분 입찰 과정의 투명
성이 높은 편은 아니며 계약별로 적용 조항 등이 상이하다. 참고로
UAE는 1996.4.10일 WTO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현재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WTO 정부조달 위원회 준회원(Observer)으
로도 미가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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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조달 제도 주요 내용 및 특징
1)

연방정부 조달 유형

◦ 공개입찰
연방정부 조달 형태로는 먼저 공개 입찰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
개 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부분의 조달은 공개 입찰로 진행되
나 금액에 따라 공개 입찰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규모별 결정권자로는 1천만 AED4) 이상은 내각 위원회
(Council of Ministers)이고 1천만 AED 이하는 관할 부처 장관이다.
5백만 AED 이하는 관할 부처 차관이고 1백만 AED 이하는 관할 부
처 차관보이다.
◦ 제한입찰
이는 공급자가 한정되어 있을 때 사용되는 방식이다 입찰 참여자
는 사전 승인 공급자에 국한되며 국내 및 국외 기업 중 사업의 특성
상 관련 기술 및 조달 능력이 부합된다고 고려되는 경우 제한 입찰
을 실시한다.
◦ 협상
협상으로는 입찰 절차 없이 선정된 계약자/하청업체로부터 견적을
4) 1 US$ = 3.67 AED, 1천만 AED = 272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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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여 진행하며 직접 계약과 유사하게 독점 시장 제품 구매 또는
시급히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물품 구매 및 건설 시공 등이 이에 해
당한다.
◦ 직접계약/수의계약
직접 계약/수의 계약은 독점 시장 제품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직접 계약 가능하다.
2)

전자 조달 여부 및 현황

전자정부 웹사이트(www.government.ae)로 조달 관련 입찰에 응
할 시에는 사전 등록이 필수적이며 등록비는 첫해 1,000AED, 갱신
시 500AED이며 이외 관련 비용은 전자 지불 시스템인 E-DIRHAM
사이트(www.e-dirham.gov.ae) 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자 지불 시스템인 E-DIRHAM은 2001.2.3일부로 시행되었으며
아랍 국가 내 최초의 전자 지불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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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웨이트

가. 쿠웨이트 정부조달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1)

중앙집권적 조달 체제

쿠웨이트는 정부 조달관련 통일된 법령 체계를 가지고 있고, 경상
북도 크기의 국가에 Kuwait City를 수도로 하고 있다. 거의 도시국
가 성격의 국가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지방정부가 없
으며 중앙집권적인 조달체계의 성격을 띄고 있다.
1964년에 제정된 법률 No. 37, 즉 입찰법(Tender Law)이 정부 부
처 및 각 국영기업의 물품 및 용역(건설 포함) 조달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동 법률은 70년, 77년에 2차례 개정됨) KD
5,000(약 US$ 17,500) 이상 모든 공공공사는 중앙입찰워원회(CTC)
를 통해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2)

정부조달 법령의 개요 및 특징

국무회의 산하 중앙입찰위원회(CTC; Central Tenders Committee)
를 두어 정부부처, 국영기업은 동 CTC를 통해서 물품 및 용역을 조
달하고, 일정금액(KD5,000, US$ 17,500)을 상회하는 모든 입찰 건은
거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CTC에서 관장하고 있다.(국방부, 보안
대를 포함한 내무부 등은 제외됨)
낙찰방법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고, 외국회사는 입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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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위해 반드시 쿠웨이트인 국적의 에이젼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나. 정부조달 제도 주요 내용 및 특징
1)

정부조달 유형

◦ 공개 입찰
입찰법에서는 KD5,000(US$ 17,500불) 이상 건은 중앙입찰위원회
를 통해서 공개 입찰할 것을 규정한다. 참가자격은 상공회의소에 등
록된 현지 기업이나 외국기업의 경우 현지 에이젼트를 통해 중앙입
찰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 제한 입찰
정부 부처 및 국영기업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행 혹은 중요 물
품 조달 시 사전에 심사를 통과 하거나 등록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한 입찰의 경우에도 입찰 참가기업만 제한할
뿐 입찰 법에서 정한 모든 입찰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 선택 입찰
특히 석유화학 대형 플랜트 공사의 경우, 시공능력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공개 입찰 공고 없이 일부 기업에게만 입찰 초청하는 경우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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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KD5,000(US$ 17,500불) 이하의 경우, CTC를 통하지 않고 정부
부서 혹은 국영기업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동일 물품이나 용역을 1달 안에 수의계약으로 재 구매 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달의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2개월 이상에
걸쳐서 구매할 경우에도 수의계약 가능금액인 KD5,000 이하로 나누
어 계약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공익적인 목적이나, 물품의 형태, 용역의 성격, 긴급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KD5,000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허용하
고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정부 발주처와 CTC간에 서면 합의가 있
어야 한다.
2)

전자조달 여부 및 현황

국영정유회사인 KNPC의 경우 KD5,000(미화18,000불) 이하의 경
우 전자조달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 벤더로 등록된 기업을 대상
으로 신청을 받아 ID와 PASSWORD를 발급하여 전자 조달에 참여
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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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타르

가. 카타르의 정부조달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1)

정부조달 법령 및 조달제도 관계

카타르는 연방차원의 정부 조달 관련 중앙집권적 조달 체계를 운
영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 조달 부문 관련법으로는 Law No. (8)
1976, Law No. (10) 1980, Law No. (9) 1981, Law No. (10) 1990이
있는데, Law No (8) 1976에 의거 재정부 소속 중앙 입찰 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중앙 입찰 위원회는 입찰서 접수, 입찰서 개봉, 낙찰자 결정 등 입
찰 및 발주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 및 기준을 마련하여 입찰을 진행
하는 총괄적 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최소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6인 위원은 각각 재정부의 재정
담당 부서 및 법무부의 법제 담당 부서를 대표한다. 위원회의 실무
업무를 위해서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고, 카타르 감사원(State
Audit Bureau)은 참관자 자격으로 동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
며 입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중앙집권적 조달체제 여부

2만 5천불 이상의 입찰 발주시 중앙 입찰 위원회가 발주 과정 및
계약 체결을 주관하며 2만 5천불 이하 금액의 입찰 발주 시 각 부처
별로 자체 입찰 위원회를 통해 발주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자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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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동 중앙 입찰 위원회를 통
해 발주 업무 수행한다.
입찰 위원회는 2백 7십만불(1억QR) 이상의 입찰의 경우, PQ(사전
자격 심사)를 통해 특정 물품 및 서비스에 관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에너지산업부, 카타르 국영석유공사 등 자체 입찰 발주 위
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 및 기관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입찰을 실
시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군수품 및 관련 서비스 발주는 별도로 진행
한다.
3)

정부조달 법령 개요 및 특징

카타르 정부 조달 입찰은 대부분 공개 입찰로 이루어지며 긴급을
요하는 계약 체결 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단독 입찰이 실시되나
이 경우 Law No. (10) 1990에 의거하여 계약 규모는 1십만 QR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대규모 발주의 경우 중앙 입찰 위원회는 PQ를 통한 사전
심사를 통해 외국 회사 및 자국 회사에 발주 내용을 공고하며 주로
국내외 신문에 입찰 공고한다. (단, 경우에 따라 재외 공관을 통해
발주 공고 실시)
중앙 입찰 위원회 소속 국가 구매처(State Purchase Office)는 정부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데 연간 수억불
규모의 입찰을 실시하는데, 견적 준비를 위한 기간은 입찰 발주 공고
일로부터 통상 30일이나 이보다 짧은 3주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

- 153 -

카타르 정부 조달 부문 입찰시 현지 에이전트 등록을 통한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는 견적 기간이 다소 짧아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부분에 강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외국 회사
및 자국 회사 공히 입찰 낙찰시 계약액의 20%를 선수금으로 제공받
으며 총 선수금액이 최대 5백만 QR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카타르
정부 발주시 자국 생산품 및 GCC 회원국 생산품에 각각 10%, 5%
의 가격 우대 제도를 실시한다.
참고로 카타르는 1996.1.13일 WTO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현재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WTO 정부조달 위원회 준회원
(Observer)으로 미가입 상태이다.

나. 정부조달제도 주요내용 및 특징
1)

정부조달 유형

◦ 공개 입찰(General Tender)
일반적으로 공개 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분의 조달은 공
개 입찰로 진행되고, 입찰 내용은 카타르 국내 또는 국외에 공고된다.
◦ 제한 입찰(Limited Tender)
해당 발주 기관 또는 부처에 사전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
로 한다. 사전 등록업체 리스트는 각 회사의 평판은 물론 재정능력,
생산 및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업체로 구성된다. 동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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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중앙 입찰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작성되는데 공개 입찰에 적
용되는 법적 조항들은 공히 제한 입찰시에도 적용된다.
◦ 국내 입찰(Local Tender)
국내 입찰은 일종의 공개 입찰 방식 중 하나로 1백만 QR을 넘지
않는 규모의 입찰시 활용되는 방식이다(물품 계약 또는 건설 공사
계약 공히 적용). 국내 입찰 방식은 카타르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카
타르 자국 기업에 한하여 실시되며 국내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 리스
트는 중앙입찰위원회 및 재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전자 조달 여부 및 현황

카타르 정부 입찰을 총괄하는 중앙입찰위원회를 포함하여 각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전자 조달 부문은 거의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
만 카타르 국영 통신사(Q-Tel), 카타르 전기수도청 등 일부 정부 기
관의 경우 전자 조달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다.
카타르 국영 통신사(Q-Tel) 아래의 전자 조달 부문 입찰 참여는
사전 벤더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전 등록 업체 승인을 득한 경
우 웹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는다. 카
타르 정부의 전자조달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미흡한 편이나 향후 전
자 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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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만

가. 오만 정부조달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1)

정부조달 법령 및 조달제도 관계

오만정부는 1984년 공표된 “Government Tender Regulations and
System(Royal Decree No 86/84)”에 정부조달의 일반적인 절차와 내
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거하여 부, 청, 국, 공사, 정부기업
또는 정부 보유지분 51% 이상인 회사의 RO100,000(약 US$ 265,000)
이상 물자 및 서비스는 입찰(자체 입찰위원회)을 통해서 조달하여야
하며, 조달금액이 RO 250,000(약 US$ 662,500)를 상회할 시는 입찰
청(Tender Board)5)이 입찰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2)

중앙집권적 조달체제 여부

주요 정부조달은 오만 입찰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앙집권적인
조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왕실(Diwan of Royal Court), Ministry of Defense, Royal Armed
Forces, Royal Oman Police, Diwan of Royal Court, Muscat
Municipality, Ministry of Oil and Gas, Petroleum Development
Oman, Oman Oil Company 등은 예외적으로 자체입찰을 통해 조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http:

www.tenderboard.gov.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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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조달 법규의 주요내용

Tender law(Royal Decree No 86/84)에서는 정부조달은 원칙적으
로 "Government Tender Regulation and system"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하고, 이를 위반한 계약은 취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입찰법에 따라 제정된 "Government Tender Regulation and
system"에서 입찰원칙, 입찰공고, 입찰서 제출, 보증금, 심사기준 등
을 규정하고 있다.

나. 정부조달 제도 주요내용 및 특징
1)

정부조달 유형

◦ 조달원칙
정부조달은 일반경쟁입찰(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제한입찰, 선택입찰, 수의계약을 필요에 따라 병행 실시한다. 입찰은
로컬입찰과 국제입찰로 나누어지는데 로컬입찰은 현지기업만 참가할
수 있어 외국기업이 참가를 희망할 경우에는 현지기업(에이전트 등)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공개입찰
부, 청, 국, 공사, 정부기업 또는 정부 보유지분 51% 이상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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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O100,000(약 US$ 265,000) 이상 물자 및 서비스는 입찰(자체 입
찰위원회)을 통해서 조달하여야 하며, 조달금액이 RO 250,000 (약
US$662,500)상회할 시는 입찰청(Tender Board)을 통해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한다.
◦ 제한입찰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PQ입찰을 통해 PQ심사를 통과
한 기업에게만 본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로컬입찰의 경우,
처음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선택입찰
대형프로젝트(RO 100,000이상) 중에 특별한 기술, 지분참가 등을 고
려하여 일부기업만 초청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와 사전에 기업으
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고 협상을 하여 선정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 수의계약
RO100,000(약 US$ 265,000) 이하의 물자 및 서비스의 경우, 발주
처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발주처에 사전에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여 제출된 견적서 등을 상호 비교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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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조달 여부 및 현황

현재 오만정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전자정
부를 지향하여 “Ubar Portal"이라는 전자정부조달 시스템 구축을 추
진 중이다. 오만석유공사(PDO)의 경우, 모든 자재구매 및 프로젝트
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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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레인

가. 바레인 정부조달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1) 정부조달 법령 및 조달 제도
2002.10월 바레인 정부는 정부 조달 부문의 투명성 제고 및 관료
주의 해소를 위해 정부 입찰 및 구매법인 Legislative Decree No.
36/2002 및 동 정부 입찰 및 구매법의 시행령 Decree No. 37/2002을
통해 정부 조달 및 입찰 관련법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이렇게 정비한 이유는 예전 정부 입찰의 관행상 가격 및 기술력
외의 요소가 낙찰시 고려 조건이 되는 등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대
두되었으며 상기 정부 입찰 구매법을 통해 정부 조달 분야에 있어
사적 이익 취득 금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찰 실시, 정부 조달 부
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2)

정부조달 법령의 개요 및 특징

Legislative Decree No. 36/2002 8조에 의거 독립기관인 입찰위원
회(Tender Board)가 설립되어 정부 입찰 부문의 관리 및 감독 총괄
기능을 하고 있다.
2003.1월 이후 동 입찰위원회는 금액 1만 BD6)이하 규모 발주의
경우 각 해당 부처 및 기관이 자체적으로 입찰을 실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동 입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7인의 위원으로 구성
6) BD는 바레인 공식 통화인 바레인 디나르의 약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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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동 법령에 따라 특정 조달 부분에 있어 외국기업의 입찰 참여가
가능한데, 정부 조달 부문의 입찰 방식은 크게 1) 공개 입찰(Public
Tender), 2) 2단계 입찰(Two Phase Tender), 3) 제한 입찰(Limited
Tender), 4) 협상(Negotiated Tender/Competitive Negotiation), 5)
직접 구매(Direct Purchase), 6) 제안 요청(Request for Proposal)으
로 나누어진다.
정부 입찰 및 구매법 Legislative Decree No. 36/2002는 총 6장,
67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찰 및 구매 일반 조건, 조달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로 바레인은 1995.1.1일 WTO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현재 WTO정부조달협정(GPA) 및 WTO 정부조달 위원회 준회원
(Observer)으로도 미가입 상태이다. 또한 미국과의 FTA 체결로 바
레인은 조달 발주에 있어 투명성 확보는 물론 외국 기업에 대한 차
별적 부분에 대해 감소 노력 중에 있다.

나. 정부조달 제도 주요내용 및 특징
1)

정부조달 유형

◦ 공개입찰
공개입찰은 바레인 자국 회사 또는 외국 회사 공히 참여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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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입 및 건설 발주에 이용되는 주요 입찰 방식이다. 단, 상품,
서비스, 건설 입찰의 품목별 규모, 기준, 특성에 따라 입찰위원회는
국내 입찰(Local Tender) 또는 국제 입찰(International Tender) 중
에서 입찰 방식을 결정한다.7)
◦ 2단계 입찰
2단계 입찰 방식은 사전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1단계 입찰
시 발주처에 의한 초청으로 진행된다. 동 단계에서는 등기 우편으로
가격 제시 없이 상품 기술, 수량, 물품(서비스, 건설 포함) 발주 목적
만 기술하여 입찰 초청 대상자에게 송부한다. 1단계의 경우, 응찰 조
건상 하자가 없는 응찰자와의 협상도 가능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입찰을 통과한 응찰자에 한해 진행되며 동 단계에서는 초기 입찰 서
류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 제한입찰
구매 해당 물품의 공급자가 소수에 제한되거나 총 입찰 규모가 적
어 입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제한 입찰을 통해 발주한다. 입찰
개봉식전 최소 15일전에 입찰 초청 대상자에게 초청장이 전달된다.
◦ 협상
공개 입찰 마감일까지 응찰자가 전무하거나 응찰 내역이 입찰 조
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협상을 통해 계약한다. 또는 천재지변 등
7) 그러나 국내 입찰시에는 응찰자격은 바레인 자국내에 등록된 회사(CGG회원국) 출신 회사도 자국
회사로 분류됨)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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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긴급하게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협상 계약 방식을
채택한다.
◦ 제안 요청
서비스 조달시 주로 사용되는 발주 방식으로 국내외 매체를 통한
광고 또는 사전 자격심사(pre-qualification) 통과 등록 업체 명단을
이용하여 발주한다. 일반적으로 국가 이익 또는 보안 유지를 목적으
로 동 입찰 방식이 사용되며 서비스 평가 비용이 서비스 용역 발주
비용을 초과하거나, 서비스 제공 업체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
방식을 적용한다.
2)

전자 조달여부 및 현황

2007.10월 바레인 입찰 위원회는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정부 입찰 및 발주의 전과정을 동 시
스템을 통해 일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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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용 등 현지인 우대 제도
1.

사우디아라비아

가. 입찰 참가 제한
1)

국내 입찰시 규제

물품구매 및 일반용역의 정부조달 국내입찰 시에는 내국인 또는
국내등록기업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외국인 또는 국내등
록기업이 아닌 경우는 참가가 불가능하다. 물론, 국내기업이라 하더
라도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입찰참가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국내기업은 상공회의소에 상업등록(CR)을 마치고 상공회
의소에 등록된 기업을 의미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국내기업으로 간주하는데, 외국기업이 국내입
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내등록기업을 대리인(에이젼트)으로 지정
하여 참가하여야 한다.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벤더로 등록
된 기업에 한하여 참가를 허용한다.
예외적인 경우는 무기 및 군사장비, 부품의 구매와 군사용역의 경
우로서 외국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입찰에 참여를 허용하나 사안별로
심사를 하여 국내 에이젼트 지정을 통해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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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입찰시 규제

사우디는 현재까지 WTO 정부조달협정(GPA)회원에 가입하지 않
아 GPA 양허하한선 금액이상이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국제입찰에
부치지 않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국제입찰에 부치는 사항은 사안에
따라 결정하며, 국내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내입찰에 부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양허하한선 이상의 입찰이라 하더라도 외국기업에 참가가 허용되
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이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경우나 국내조달이 가능하더라도 요구하는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을 한다. 국제입찰에 부치게 되는 물품
의 범위는 각 조달주체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8)

나. 면허취득 제한 및 등급제도
1)

면허․허가제도

2000년 4월 SAGIA(사우디 투자청)이 설립되면서 모든 외국업체의
진출은 SAGIA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상무성에서
Commercial Registration을 발급하고 있다. 과거 건설분야는 순외국
건설회사의 참여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나, 자국화 정책추진으로
최소 30% 이상을 사우디 업체에 하청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8) 국영기업인 사우디석유공사(Saudi Aramco)의 경우 조달우선순위는 국내 생산제품 → 국내합작생
산제품 → 창고 및 A/S 체제를 갖춘 현지 벤더 기업→ 현지 벤더기업 → 해외 벤더기업 순으로
벤더로 등록된 해외기업 조달이 가장 후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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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 등록을 하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축사 자격은 일반 건
설분야 기술자와 같이 대학의 학과에 의해 결정된다. 시험제도는 없
기 때문에, 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대학졸업증명서,
사무소 등)를 갖춰 상무성의 Commercial Registration Bureau에 등
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의 건축사 자격인정은 해당 학과 졸
업 후 6년의 경력이 있어야 인정되며 외국의 모든 대학의 졸업자격
을 인정한다.
2)

도급한도․등급분류

가) 등급분류의 목적
건설과 기존시설의 운영 및 유지분야에서 업체의 작업수행능력,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하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를
구분하여 능력 밖의 사업참여로 인한 손실방지 및 발주처와 업체상
호간의 이익추구에 목적이 있다.
또한, 사업 분야별로 업체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분류
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2년마다 관련업체의 기술, 재무, 작업수행능력
을 평가함으로써 업체의 등급상태를 재평가 및 조정하고, 공공사업을
위한 업체별 등급분류로 분야별 입찰참여 한도액을 설정한다.

나) 사업분야별 등급
사업내용은 건설분야와 운영, 유지분야를 포함하며 업체는 그들의
활동에 따라 관련분야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발주공사의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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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성(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의 업체등급분류를 획득해야 하며, 2년마다 기술, 재무, 공사
수행능력을 재평가하여 등급을 조정한다.
등급분류제도의 시행목적은 업체의 시공능력 및 생산성 제고와 사
업자의 손실예방에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자국업체 육성 및 외국업
체 참여를 제한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정부기관이 아닌 기간산업공
사(SABIC), 아람코(ARAMCO), 사우디전력회사(SEC)등 정부투자기
관은 등급분류를 적용하지 않고 P.Q심사 또는 당해기관에 등록된 업
체중에서 선정하여 입찰초청을 한다.
표Ⅳ-1> 외국업체 입찰한도액

<

분야
건축
도로
상하수도
전기
기계
산업시설
항만
댐
유지관리
종합건설

2

320

213.3

133.3

53.3

13.3

320

213.3

133.3

53.3

13.3

5.3

320

213.3

133.3

53.3

13.3

5.3

320

213.3

133.3

53.3

13.3

5.3

320

213.3

133.3

53.3

13.3

5.3

320

213.3

133.3

53.3

13.3

5.3

320

213.3

133.3

53.3

13.3

5.3

320

213.3

133.3

53.3

13.3

5.3

320

213.3

133.3

53.3

13.3

5.3

320

213.3

133.3

53.3

13.3

5.3

3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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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급

5

등급

단위 : 백만$)

등급

1

등급

(

6

등급
5.3

표Ⅳ-2> 사우디 업체 입찰한도액

<

분야
건축
도로
상하수도
전기
기계
산업시설
해운
댐
유지보수

1

등급

2

등급

3

등급
5.3

4

등급
4

(

단위 : 백만$)
5

등급

53.3

53.3

1.3

80

80

26.6

8

2.6

80

80

26.6

8

2.6

53.3

53.3

13.3

4

1.3

53.3

53.3

13.3

4

1.3

80

80

26.6

8

2.6

80

80

26.6

8

2.6

26.6

26.6

13.3

4

1.3

26.6

26.6

8

2.6

0.8

다. 현지인 의무고용 제도
1)

노동 제도 개요

사우디는 1970년대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숙련 노동자 부족으로
외국 인력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하지만 사우디인의 실업률 증가와
청년층 인구확대 등에 따라, 외국 인력을 사우디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우디인 고용의무제(Saudization)를 도입하였다.
매년 10만여명씩 배출되는 자국 취업인구의 구직난 해소 및 사회
안정 도모를 위해 산업인력의 자국화정책을 1988년 이래 꾸준히 추
진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사우디인 최저 의무고용비율은 5%이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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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씩 고용을 증대하여야 한다. 이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하여는
제3국 고용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원래 Saudization 비율을 1999년 44.2%에서 매년 5%씩 증가하여
2004년 53.2%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청년실업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따라 2005년 9월 노동법 개정을 통해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을 75%로 확대하였다. 다만, 사우디 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사우디 정부는 외국 노동력은 숙련 및 반숙련 인력으로 제한
하고, 사무직 및 개인용역 분야중 13개 직종에 대한 외국인 취업허
가를 중단하고 14개 직종에 대하여 취업허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
로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중에 있다.
현지인 고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고용시 아랍어로 된 고용계
약서를 작성하고, 해고할 시에는 10일 이상 무단결근자, 현지법 위반
자, 근로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해고대상이 된다. 해고시에
는 해고 1개월전 통보해야 하고, 해고수당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
다. 사우디인 의무고용제는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외
국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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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국산 우대 제도
1)

국내산 의무조달 비율

자국산 가격우대 정책은 사우디 정부의 모든 조달구매계약자가 계약
금액(서비스 지원 포함)의 30%를 의무적으로 사우디 기업(외국합작의
경우 사우디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에 재계약(하청)토록 하는 정
책이다.
1983년 정부령(Cabinet Decree No 123, 1983.3.14)으로 정책을 도
입하고 1984년 8월에는 이에 대한 시행규칙(Regulations for
Application of Cabinet Decree No.124)을 발표하였다. 동 규정은 일
반건설계약 및 유지보수계약 등 모든 공공사업에 적용하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사우디 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
용받지 아니한다.
사우디 기업에 대한 30%이상 하청계획은 입찰참가 시 제출하고,
하청 대상이 되는 사우디 기업은 사우디 국민이 100% 소유한 사우
디 법인으로 한정된다.(외국 현지법인, 국내외합작투자기업은 제외)
그리고 하청계약 체결 전에는 선금 또는 첫 회 기성대금을 지급하
지 아니하며, 만약 외국기업이 사우디 기업에 대한 하청배분을 공사
후반부에 가서 수행코자 할 경우에는 동 하청계약이 실행될 때까지
공사대금의 50%에 대해 지급을 유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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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산 가격우대

또한, 2008.1.1.부터 GCC 공동시장(단일시장) 출범에 따라 GCC국
가 국민 및 기업은 역내 모든 국가에 대해 자국민 대우를 하기 때문
에 자국산 우대의 원칙은 GCC 국가 우대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국
내산 우대제도 중 종전까지 가장 특혜를 부여한 제도는 10% 가격우
대 제도로서 GCC 국가산 제품에 대해 외국제품보다 10% 높게 구매
하는 특혜이다(구법 1조e항). 그러나 신규 조달법에는 10% 가격우대
제도규정이 삭제되어 법적으로는 가격우대제도가 철폐된 상태이다.
정부 조달구매 시 GCC 국가산 제품을 외국산 제품보다 10% 높게
구매하는 국내산 가격우대는 신규 조달법에는 동 규정이 삭제되었으
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발주자가 이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절충교역 프로그램(Offset Program)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절충교역(Offset) 제도는 방산,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주요 정부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수출액
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보상 투자토록 하는 제도이다.
절충교역 프로그램은 외국으로부터의 방산장비를 구매 시 사우디
의 외화 유출억제, 투자 및 고용창출기회 확대, 산업기술 향상 및 산
업구조의 다변화를 꾀할 목적으로 걸프지역 국가 최초로 1984년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방산장비의 구매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투명성이 없어 대규모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1984년도 미국으로부터 방산장비 도입을 위해 미국공급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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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ing)에 대해 실제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최초로 적용하고, 같은
해 곧바로 왕령으로 규정을 제정하였다. 현재 사우디가 절충교역 프
로그램을 적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과 프랑스 등이며, 미국과의
Peace Shield I (1984) 및 Peace Shield II(1991), 영국과의
Al-Yamamah (1989)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일반적인 절충교역의 요구조건은 약 10년에 걸쳐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투자해야 하고, 계약금액 중 Technical Value의 25-35%(방산
물자 및 관련 서비스는 통상 35%)를 의무적으로 보상투자(Offset)토
록 하고 있다.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건설비, 인건비 및 사우디 국내
구매분은 제외한다.
4)

보증 제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보증서만 인정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B - BOND (입찰보증) : 입찰금액의 1%
◦ P - BOND (이행보증): 계약금액의 5%
◦ AP - BOND (선급금보증): 대부분 정부공사의 경우 선수금이
없으며, 지급 조항이 있을 경우 통상 10%
◦ M - BOND (하자보수보증): 대체적으로 하자보수기간(1년)까
지 이행보증으로 대체
◦R - BOND (유보금보증): 유보금은 통상 10%로서 BOND로
대체 가능한 조건의 공사는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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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애로사항
1)

사우디 자국민 의무고용정책(Saudization)

사우디는 모든 사업장(국내외 기업)에 대해 자국민을 75%이상 고
용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직종별로 사우디인 근로
자를 채용할 수 없거나 채용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의무고용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audization은 수익창출과 직결되어 우리 기업의 최대 관심사인데,
건설업의 경우 10%, 제조업의 경우 30%를 적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로서 실질적으로는 사우디인을 고용하기기 용이하지 않다.
Sudization은 외국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어 외국기업에 차별적인 제도는 아니나 사업채산성 악화의 주
요 원인이 되고 있어 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다.
표Ⅳ-3> 사우디인 의무고용비율 완화필요

<

두산중공업, LG전자 외 다수
(주로 플랜트 수주업체 및 제조업진출업체)
- Saudization 규정에 따라, 주계약자가 대형 공사 수행을 위한 대
규모 노동인력을 동 사의 CR하에 관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
건설업체의 경우, 보유 인력의 10%를 사우디인으로 고용하여야
현황 및 하나, 적절한 직무를 수행할 수 관리자, 엔지니어에는 한계가
문제점
있고, 숙련된 노무자는 거의 없는 실정임
- 또한, 주 계약자의 책임 하에 직영 노동인력을 관리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제3국인 노동인력 수급을 위한 블록비자 신청 및 승
인 Process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건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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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사우디인을 고용하려 해도 적정 능력을 보유한 사
우디인을 채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 사우디인 의무고용비율을 건설업의 경우 5%, 제조업의 경우
조치희망 10%미만으로 하향 조정 요망
사항 - 또한, 숙력 사우디인이 다수 확보되어 각 사업장에서 쉽게 채용
가능할 때까지 동 제도의 시행을 유보
-

2)

사우디 입찰보증제도 개선 필요

정부조달부문 입찰시 입찰보증금 등 각종 Bond는 국내은행에서
발행한 것만 인정함에 따라, 외국기업이 입찰에 참가하는데 애로가
발생한다.
표Ⅳ-4> 입찰보증제도 개선 필요

<

건의업체

두산중공업
- 사우디 관공서 공사의 경우, SAMA(사우디중앙은행) 규정에 따
라, 입찰/수행을 위한 각종 Bond 발급이 현지 은행을 통하여만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계약자가 International Bank와의 비교를
통한 자유로운 은행 선택이 제한적임
- 또한, SAMA 규정에 따라, 관공서 공사 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현황 및 Performance Bond 등이 발주처의 일방적인 판단과 요청에 따
라 무기한 연장 또는 몰수가 가능함에 따라 계약자가 합리적인
문제점
회수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담보되지 못함
- 일부 관공서의 경우, 대형 플랜트 발주/계약에 있어 Local 업체
에 적용되는 Classification Certificate (도급한도를 규정한 증서)
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Foreign Company의 경우에는 자국의
유사 증서로 대체가능토록 수정 필요
조치희망 - 외국은행 발행 보증서 인정토록 조치희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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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불공정 관행 상존

공사계약 및 시행 시 국제관행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공사대금 지급지연, 추가 공사비 보상 불인정 등은 상례화 되어 있
는 상황이다. 발주처 또는 계약 당사자와 문제 발생 시 관행을 들어
외국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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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AE

가. 입찰참가 제한
1)

입찰자격제도

UAE 정부 입찰에는 원칙적으로 UAE 회사(자국민 51%이상 지분
소유) 또는 UAE 국민만 참가할 수 있다. 외국회사의 경우, UAE 내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여 가능하다.
각 에미리트 정부별 또는 입찰 기관별 입찰 절차가 다소 상이하
나,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입찰의 경우에는 신청 마감일
2-3주 전에나 대외공고를 한다. 따라서 UAE내에 에이전트 또는 지
점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회사는 입찰준비기간이 부족하여 사실상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다.
입찰자격 조건으로 과거 UAE 및 걸프 지역에서의 동일 분야 공사
실적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동남아 등지에서의 수행실적은 인정
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은 시장진입에 애로가 있다.

나. 면허취득 제한 및 등급제도
1)

면허․허가제도

외국인 회사가 UAE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려면 “상업에이전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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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현지 스폰서(에이전트)를 임명해야 하는데, UAE내 회사 또는
UAE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만이 현지 스폰서가 될 수 있다.
회사 설립지 관할 에미리트 정부로부터 해당면허를 취득하고 관할
에미리트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에 등록한 후에 연방정
부 경제․통상부 (Ministry of Economy & Commerce)에 등록해야
한다. 면허의 종류로는 Commercial License(모든 종류의 무역업),
Industrial License(공업 및 제조업), Professional License(회계사, 법
률가, 기술자, 예술가 등의 전문업 및 서비스업)이 있다.
두바이 면허와 관련, 다음 명시되어 있는 업종들을 제외하고 일반적
인 면허들은 두바이 경제개발부(Departent of Economic Development)
에서 발급한다.
표Ⅳ-5> 업종별 면허 발급기관(두바이의 경우)

<

업종
호텔 및 관광업
은행, 금융기관 및 서비스업
보험 및 관련 대행업
제조업
제약 및 의료업
인쇄, 출판, 광고 관련업
건설업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여행사 및 항공 운수업

발급기관
관광, 상업 마케팅부
UAE 중앙은행
경제 통상부
재정 산업부
보건부
정보부
연방정부청
민간 항공기구

한편, 관할 에미리트 정부가 발급하는 라이센스는 해당 에미리트
에서만 유효하므로 다른 에미리트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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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리트로부터 별도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한데, UAE 상공회의소는
정부 기관으로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2)

도급한도·등급

아부다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현지 업체의 등급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Ⅳ-6> 현지업체 등급분류

<

단위: 디람)
구분 재정요건
기술요건
최근 6년간 시공실적 계약금액
- 15년 이상 경력 엔지니어 1인
- 계약금액이 각각
- 12년 이상 경력 엔지니어 1인
50,000,000
20,000,000
특급
DH 80,000,000 이상인
이상
- 10년 이상 경력 엔지니어 2인
공사 3건 이상
- 상근 회계인 1인
- 15년 이상 경력 엔지니어 1인 - 계약금액이 각각
20,000,000
~
1등급 10,000,000 - 5년 이상 경력 엔지니어 2인
DH40,000,000 이상인
50,000,000
- 상근 회계인 1인
공사 2건 이상
- 10년 이상 경력 엔지니어 1인 - 계약금액이 각각
10,000,000
5,000,000
~
2등급
- 5년 이상 경력 엔지니어 1인
DH20,000,000 이상인
20,000,000
- 상근 회계인 1인
공사 2건 이상
- 계약금액이 각각
DH10,000,000 이상인
5,000,000
- 7년 이상 경력 엔지니어 1인
공사 2건 이상
~
3등급 3,000,000
- 상근 회계인 1인
- 신규 입찰의 경우 2등급 10,000,000
재정 및 기술 요건
충족 필요
- 계약금액이 각각
DH3,000,000 이상인
2,000,000
공사 2건 이상
~
4등급 1,000,000 - 5년 이상 경력 엔지니어 1인
- 신규 입찰의 경우 3등급 5,000,000
재정 및 기술 요건
충족 필요
2,000,000
5등급 500,000 - 3년 이상 경력 엔지니어 1인
이하
* 1달러=3.6디람
(

- 178 -

다. 현지인 의무고용제도
1)

현지인 의무고용

가) 고용절차
UAE 노동법규는 1980년도에 제정된 연방법(Federal Law on
Regulating Labor Relations)이 있으며, 동 법으로 고용자와 피고
용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 의하면 현지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영자와 기술
자는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일반노동자와 종업원도 대부
분 외국노동력에 의존하고 있고, 고용 절차는 아래와 같이 크게 내
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UAE 국적의 경우>
사용자는 실업상태의 아랍국적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채용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에 서면으로 근로자 이름, 연령, 채용일, 급
여, 근로 내용 및 등록 카드 번호 등을 신고해야 한다.
<외국국적의 경우>
외국 국적인인 경우 고용 전에 반드시 노동부로부터 노동 허가서(Work
Permit)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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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UAE가 필요로 하는 기술소지자 또는 교육 이수자
②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UAE 거주 조건을 충족시킬 것
③ 입국후에는 거주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의료보험가입 또는 현지
보험당국으로부터의 Health Card를 발급받아야 함

나) 고용계약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하며 1부는 사용자, 1부는 근로자가 보관해
야 한다. 계약서에는 계약날짜, 근로 개시일, 근무 성격 및 장소, 계
약 기간, 급여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신규 채용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선에서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
며 동 기간 중 고용자는 사전 예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
일 피고용자가 수습을 통과하면 수습 시간을 정식 근무기간에 포함
시켜야 한다.
그리고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고용할 수 없고, 성인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무역, 호텔, 경비, 레스
토랑 및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9시간까지 연장 근무 가능하며, 힘들고 위험한 직종인 경우에는 단
축될 수 있다. 라마단 기간에는 2시간을 단축 근무한다.
또한 근로시간은 휴식, 기도, 식사를 위한 휴식시간 없이 5시간 이
상을 연속해서 근무시킬 수 없다. 1일 총 휴식시간은 1시간 이상이
어야 하나 근무시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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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국산 우대 제도
1)

절충교역 프로그램

가) 연혁
UAE는 2차 걸프전 이후 국방분야의 현대화 필요성이 대두되었
다. 이와 동시에 UAE 내수 경기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하
에 1992년 이후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를 통하여
외국 회사와의 교류를 기반으로 한 신기술 도입, 내수 산업 및 시
장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다.
UAE Offset Program Bureau(OPB)는 이러한 절충교역 수행을
위한 관련 기관으로 계약 협상, 신청서 평가 및 추천, 감독, 조사,
지원 활동 수행 등 포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담당하는 주관 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나) 관련법규 및 절차
절충교역 계약시 합작 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UAE 상법에 의거
외국계 회사의 설립시 회사 지분의 최대 49%까지 외국인(나머지
51% 지분은 UAE 자국민이 소유)이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절충
교역 제도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유무역지대에 설립된
100% 외국인 지분 기업의 경우 절충교역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간접 절충교역 방식을 채택하며 최소 계약 금액은 1천만불로 계약
전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모든 기업들은 벤더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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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은 단일 프로젝트 또는 복수 프로젝트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UAE OPB는 신청 양식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UAE OPB는 계약자들이 사업 구상 및 계획 준비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사항 및 신청 작업 등을 지원한다.

다) 첨단기술 획득 관련 규정 및 운용
현재 기술 이전 등과 관련된 규정은 없으며 첨단 기술 이전에
대한 조항 추가를 검토 중에 있다.

라) 투자 유치 관련 규정 및 운용
절충교역 관련 적용 비율은 60%이며 7년내 UAE 경제에 환원해
야하는 조건을 요구한다. 상기 비율에 대한 UAE 투자 분야는 농
업, 교통, 환경, 교육, 의료 산업 등 다양하게 적용되며 특별한 제
한은 없으나 UAE OPB에서 인정하는 분야 및 방식으로 경제 환
원이 이루어져야한다. 2008.1월 현재 절충교역 프로그램에 의해 33
개의 합작 회사가 설립되어 있다.
동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이행분에 대해 8.5%를 벌과금
으로 부과하며 이에 대해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보증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UAE 정부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기업
명을 공개할 수 있으며 벌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마) 그 외 운용방법
UAE Offsets Group은 절충교역 계약 내역 실행 여부를 관리, 감
독하며 매년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기간에 실행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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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동 보고서에는 관련 증빙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완료 후 한 달 내에 UAE OPB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 내용은 계약 회사와 UAE OPB간에 엄격하게 통제되며 절충
교역 계약 및 이행 관련 모든 내용은 UAE 상법에 반해서는 아니되
고, 공급 물품에 대한 직간접적인 UAE 정부 보조는 불가하다.
2)

보증 제도

입찰 보증금은 UAE 유력은행 발행 Irrevocable of Guarantee로
총 오퍼 가격의 5-10%를 납부한다. 입찰 서류 제출일 또는 발주처
가 지정한 날로부터 150일간 유효해야한다.
프로젝트가 낙찰시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이행보증금(계약금약
의 10%)으로 대체하는데, 이행보증은 인도시기 또는 프로젝트 종료
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해야 한다.

마. 애로사항
1)

국내 공사실적에 대한 과소평가

프로젝트 참가를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지만, 등록을 심사
하는 곳이 대부분 영국계 컨설팅 회사로 우리나라 기술력을 과소평
가하고 있다. 우리기업은 대부분 JIS 표준을 따르고 있으나, BS 표
준을 따르도록 요구하는데, JIS 표준이 BS 표준과 동일한 수준임에
도 JIS 표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183 -

2)

외국인 지분율 제한

UAE 정부 발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 희망 회사의 자격 요
건이 UAE 자국민 소유 회사거나 합작 회사(UAE 자국민 소유 지분
이 최소 51% 이상) 또는 외국 회사의 경우 UAE 자국민 에이전트를
통해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 회사의 경우 정부 발주
참여를 위해 자국민 에이전트를 필히 지정하거나, 지사 또는 법인을
설립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3)

보증금 비율 및 UAE 외 지역 발행 미인정

서비스, 물품 뿐만 아니라 건설 부문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 보증
금이 계약액에 5%에 이르고 있어 입찰 참여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
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행보증금은 통상 10%이다. 보증금은 UAE 소
재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부분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국내 은행
의 B-Bond 및 P-Bond는 불인정하고 있다.
4)

건설 부문 면허 취득 절차

건설 부문의 경우, 각 토후국별로 입찰 응시를 위한 건설 면허 체
계가 상이하여 건설 수주시 면허 취득, 갱신 등 부대적인 행정 절차
가 복잡하다.
아부다비의 경우 외국 건설사에게 적용되는 건설 면허 갱신 기간
이 통상 2년이며 종합 건설 면허 취득시 건설 시공 범위 제한이 거
의 없다. 반면, 두바이는 관련 면허 갱신 기간이 1년이며 건설 범위
에 따라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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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웨이트

가. 입찰참가 제한
1)

정부조달 참가시 규제사항

가) 국내 입찰시 규제 사항
입찰 참가자는 현지 상공회의소 등록 현지기업으로 한정한다. 그
리고 입찰 참가자 분류 위원회는 입찰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규모와
능력에 따라 분류하며 그 범위내 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외국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그리고 1년이 경과 후에 군별 승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제 1군 : 1백만 KD(미화360만불) 이상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엔지니어링 능력을 가진 기업(1군 기
업은 50만 KD 이하 프로젝트는 수행할 수 없음)
② 제 2군 : 1백만 KD 이하의 프로젝트 수행 가능 기업
③ 제 3군 : 50만 KD 이하의 프로젝트 수행 가능 기업
④ 제 4군 : 25만 KD 이하의 프로젝트 수행 가능 기업

나) 국제 입찰시 규제 사항
외국기업은 현지 에이젼트와 에이젼트 계약이 등록되어야 하며,
특정 국영기업 및 정부부처의 경우, PQ 심사 및 벤더 등록 제도를
두어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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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에이전트는 PQ 과정 등 입찰절차에 있어서 중앙입찰위원회
(CTC) 및 관계부처 접촉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입찰 참가 시
에이전트 명의로 참가하며 계약서에도 에이전트가 같이 서명하게 되
어 있는 등 에이전트와의 관계는 중요하다. 에이전트 없이는 인력
및 기자재 수입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공사수주 및 수
행을 위해서는 유능한 에이전트 선정이 필수적이다.

나. 면허취득 제한 및 등급제도
1)

면허⋅허가제도

건설업 허가는 쿠웨이트 업체만 받을 수 있으며, 외국 건설업체는
쿠웨이트 파트너, 에이전트(스폰서) 등을 통해 상공부 등 당국에 등록
해야한다. 현지인 또는 기업 파트너나 대리인을 통해 당국에 등록을
필한 외국 건설업체만이 국제입찰을 거쳐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부여
된다. 외국 건설업체는 국제입찰에 부쳐진 사업만 수행 가능하다.
자재 수송 시 쿠웨이트 등록 선박 또는 항공기 이용하고, 건설인
력의 “쿠웨이트 항공(KIA)” 또는 해당국가 국적기 이용을 요구하기
도 한다.
2)

도급한도⋅등급

쿠웨이트의 모든 공공공사는 국방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CTC를 통해 실시하므로 현지건설업체들은 CTC에 벤더 등록을 해
야 한다. 하지만 외국 업체는 벤더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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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는 현지 업체들을 공종별, 등급별로 분류한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공사입찰 시 해당 등급에 소속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 초청하
며, 도급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등급분류는 CTC의 등급분류위원회
(Classification Committee of Public Tender Contractor)에서 실시한다.
국영정유회사(KNPC)등도 자체적인 등급분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
정 공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CTC 및 KNPC(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한다.9)

다. 현지인 의무고용 제도
자국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하는
전체인력에 대한 쿠웨이트 현지인 고용비율(직급별 인원수, 보수 등)
을 입찰서에 명시하고 있다.
1)

외국인력 고용절차

고용주(또는 스폰서, 에이전트)가 해당 외국인이 쿠웨이트에 입국
하기 전에 "사회·노동부"에서 취업허가를 획득하여 해외 주재 쿠웨
이트 대사관을 통해 송부해야 한다. 노동허가 발급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로서 거주허가를 적법하게 취득한 자에 한하고, 노동허가
발급 요건이 무효화된 경우이거나 쿠웨이트를 떠난 지 6개월이 경과
한 경우에는 노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9) 그 특정 공사로는 토목공사 중 토지정지 작업, 터파기공사 등과 콘크리트, PC공법 등이 포함된
빌딩건설, 빌딩 유지보수, 개조, 도로, 제방 건설 및 유지보수, 난방, 환기, 에어컨, 냉동시설, 전기
공사 일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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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노동허가 신청서, 근로자의 기
능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 사본, 고
용인 서명 입증서 등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은 일시 취업비자
(working visa)를 받은 후 자국 병원 발급 건강진단서를 자국 주재
쿠웨이트 대사관에 제출하여 정식으로 입국비자를 받게 된다. 입국
후 노동허가 신청서와 쿠웨이트 공공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노동성에 제출하여 노동허가를 취득한다.
2)

노동허가 연장 및 필요 서류

노동허가는 통상 1-2년 기한으로 발급되지만 고용주(스폰서)의 요
청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필요 서류로는 노동허가 갱신 신청서, 여
권, 최초 노동허가 취득 고용주의 고용보증 서류 사본, 신분증명서
(identification card) 고용주 서명 입증서 등이 있다.

라. 자국산 우대 제도
1)

국내산 의무조달 비율 (국산품 특혜 제도)

입찰법에는 국내산(GCC산 포함)이 수입물품과 품질이 동일하고 국
내산 가격이 수입품에 비해 높지만 10% 이내 일 경우, 해당 국내산
물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산은 동일 현지 제조
물품에 비해 가격이 10% 이상 저렴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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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충교역 프로그램

쿠웨이트정부는 KD100만(약 330만 달러) 이상의 정부 발주 프로
젝트를 수행하는 외국 업체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30%를 쿠웨이트에
투자하도록 하는 Offset Program을 199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석유 및 석유화학 시설 공사 부문은 Off-Set프로그램이 적용
되지 않고 있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업체들은 그 범위가 도로,
정부 소유 건물 등 점차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3)

보증 제도

쿠웨이트 현지은행을 통해서 발급된 Bond(Bank Guarantee)만 인
정된다. 우리나라의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기업들의 신인도 하락
으로 국내 국책은행 등이 한 복보증 제출을 요구했었으나 최근에는
많이 사라지는 추세이다.
보증은 발주처 및 계약 공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입찰보증 : 계약금액(L/S)의 2.5%～5%
◦ 계약보증 : 계약금액의 5～10%
◦ 선수금보증 : 계약금액의 10%
◦ 하자보증 : 계약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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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애로사항
1)

현지 에이전트의 중요성

물품 공급, 용역, 건설 공사 수주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기업
을 에이젼트로 하여 에이젼트 계약하에 발주처 등에 등록이 이루어
져야한다. 이에 따라 에이젼트 커미션 부담 및 불성실한 에이젼트와
관계가 이루어 질 경우 수주활동 등의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에이전트는 한번 선정하면 교체하기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교체하
더라도 이전 에이전트가 소송을 걸 경우, 당초 계약기간 동안 지불
하기로 한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처
음 에이전트 선정 시 재정능력, 영향력, 관련분야 경험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외국 보증의 불인정

입찰 보증(bid bond)으로 2.5% ～ 5%까지, 이행 보증(performance
bond)으로 계약금액의 10%를 반드시 쿠웨이트 현지 은행 증권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의 보증 보험은 인정치 않는다.
3)

기타

건설공사 수행 시 한국으로부터 각종 자재 반입을 위해서는 쿠웨
이트 국적의 항공 및 해상 운송편 이용을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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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타르

가. 입찰참가 제한
1)

입찰자격제도

외국 회사도 카타르 정부 발주에 참여가 가능하나 낙찰시에는 카
타르 자국민 에이전트를 지정하여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외국 기업은 카타르 투자 진출을 통한 합작 회사 또는 지점을 설립
해야 한다. 또는 입찰 전후 카타르 자국민 에이전트를 지정해야 하
는 등 외국 회사 참여시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업체들은 PQ를 통하여 입찰 초청 자격을 획득한다.
단,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유자격 업체인 경우에는 PQ 없이 입찰초
청하기도 한다. PQ 중점사항으로는 과거 유사공사 실적, 장비, 재무
상태 등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동지역 및 해당국에서의 경험, 회사
능력 및 규모를 감안한 공사 수행 능력 등이 고려되기도 한다.

나. 면허취득 제한 및 등급제도
1)

면허·허가제도

가) 면허·허가제도
건설관련 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투명성이 떨어지며, 해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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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책임자의 성향에 따라 규정을 달리 적용되기도 한다. 현재는 이
런 점들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나) 건설업 허가 및 등록제도
관련법으로 Commercial Companies Law No.11(1981) 및 Law No.
25(1990)가 있고, 사업등록을 하려면 공사수행 전에 반드시 재무성이
나 도시 농업성에서 사업등록(Commercial Registration : CR)을 해
야 한다. CR은 현지 스폰서를 통해 취득해야 한다.(취득까지 2개월
이상 소요) 또한 기존 CR 유효기간 중에 추가 공사를 수주할 경우,
CR에 추가 기재하여야 하며 별도의 CR 취득은 필요 없다.
CR 취득시 구비서류는 중개인계약서(Agency Agreement) 2부, 정
관(Articles of Incorporation) 2부, 사업자 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이사회 의사록(Board Resolution), 현장소
장 위임권(Power of Attorney), 계약서(Contract Agreement, 변호사
확인 필요) 2부가 필요하다.
2)

도급한도⋅등급

도급한도 등급분류는 현지 건설업체에만 적용된다. 재무성 산하
중앙 입찰위원회에서 자본금, 장비, 인력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
다. (등급은 A, B, C, D로 분류되며 매년 심사를 통해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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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지인 의무고용 제도
1)

현지인 의무고용

수전력성 및 시청 발주공사에서는 규정상 Local Preference가 적
용되는데, 대체적으로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발주처는 입찰조건에
현지인력 고용 및 현지자원 이용(30%)을 명시하고 있다.
다른 GCC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카타르의 노동력도 대부분 외국인
으로 전체 노동인력 중 1/4정도가 자국민이고 나머지는 인도, 파키스
탄, 필리핀 등 제3국 출신이다.
비 카타르인(제 3국인력)은 Work Permit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 3
국인력 활용시 유의사항으로는 카타르에 취업했던 사람이 취업차 재
입국하려면 동일 Sponsor의 경우, 언제든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Sponsor를 변경하여 재입국 하려면 마지막 출국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단, Sponsor간의 합의가 있은 후, 신규 Sponsor가 관
련 관청에 양해를 구하면 가능하다.
관련법규로는 1962년 이후 시행되어온 노동법(Law No.3)을 대체
하는 개정 노동법(Law No.14 of 2004)이 있다. 2004. 5. 19에 공포된
이 노동법은 GCC 국가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자국인에게 노동 단체
결성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별, 동종 산업별 노동자 단체, 노동자 총연맹
등 3단계의 단체 구성을 허용한다. 또한 노동국 산하에 근로 감독기
관을 설치하여 근로현장에서 직접 조사 및 준사법적 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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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은 계약서상에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로장소의 안전, 임
금, 퇴직금 등을 명문화하고 모든 고용 계약은 노동국에서 인정한
법령에 의해 문서로 3부를 작성한다. 1부는 노동국에 제출하도록 하
는데, 고용계약서는 고용기간, 업무의 성격 및 장소, 업무성과에 대
한 포상 및 임금을 포함해야 한다.
모든 고용계약서는 아랍어 1부 및 기타국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
고,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사직할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고용 기간,
직종 및 임금 등을 포함한 경력 증명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도록
해야 한다.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고, 노동법 적용 예외 대상
은 4주 미만의 일용 고용직, 운전사, 가정부, 요리사 및 정원사, 6인
이하의 작업장에 고용된 노동자가 있다.
사전통보 없이 고용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사유는 이력서의 조작,
고용주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 고용계약상 의무나 고용
주의 기본방침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위반한 경우, 작업장 안전수칙
을 위반했을 때, 기업의 비밀을 유출한 경우, 고용과 관련된 범죄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근무시간중 약물 혹은 술에 취하여
발견된 경우, 근무시간중 고용주 혹은 상급자에게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등이 있다.

라. 자국산 우대 제도
1) 국내산 가격 우대
법적으로 정부조달 입찰시 자국민 및 GCC 국가 우대 규정이 있어
단순 물품 및 서비스 조달 입찰시 상대적으로 외국회사가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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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비율은 자국 회사의 경우 입찰 가격 10% 우대, GCC 회원국
회사는 입찰 가격의 5%의 우대 혜택을 받는다.
2)

보증 제도

일반적으로 입찰 보증금은 계약액의 5%, 이행 보증금은 계약액의
10%이나 프로젝트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입찰 보증금 및 이
행 보증금은 카타르 국내 은행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마. 애로사항
1)

외국업체 참여 제한

카타르 정부 발주에 참여시, 참여 희망 회사의 자격 요건이 카타
르 자국민 소유 회사거나 합작 회사(카타르 자국민 소유 지분이 최
소 51% 이상)일 필요는 없으나 외국 회사의 경우 낙찰시 카타르 자
국민 에이전트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 대형 공공 공사 발주의 경우 발주처인 정부 기관이 낙찰 회사
의 에이전트로 등록되어, 별도의 에이전트를 발굴 및 지정할 필요
없다. 카타르 진출 한국 건설사들의 경우, 카타르 투자법에 의거
100% 외국인 지분을 보장받는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다.(예: 대우 건
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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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자 금융 요구

정부 혹은 외국투자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입찰자들에게 시공
자 금융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때 시공자 제시 금융조건과 발주처
금융조건과 비교해 재원을 결정한다.
3)

역외 보증 불인정

서비스, 물품 조달 계약시 입찰 보증금이 계약액의 5% 이상이며
이행보증금은 통상 10%이다. 이는 여타 GCC 회원국가와 유사한 편
이나, 프로젝트별로 상기 비율보다 상향 조정될 수 있어 참여 업체
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리고 입찰보증 및 이해보증 등의 모
든 보증서는 현지 은행을 통하여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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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만

가. 입찰참가 제한
1)

국내 입찰시 규제

오만 현지기업은 입찰청이 발주한 로컬입찰에 참여를 희망할 경
우, 입찰청에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 입찰에 참가가 가능하다. 6가
지 분류와 5가지 등급으로 등록되며, 프로젝트가 해당 등급을 제한
할 경우에는 해당등급 이상의 기업만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이 로컬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
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표Ⅳ-7> 기업등급별 수행 가능 프로젝트 분류

<

구분

Excellent
Various Civil
500,000
Works
Building
Construction
250,000
Works
Electrical and
100,000
Mechanical
Operation &
100,000
Maintenance
Building
Maintenance,
100,000
Cleaning
Agriculture &
Irrigation Works 100,000
Catering Service 100,000
:
* RO1=US$2.65

자료 입찰청

First

최소자본금 (RO)
Second

Third

Fourth

250,000

100,000

50,000

25,000

100,000

50,000

25,000

15,000

50,000

25,000

15,000

10,000

50,000

25,000

15,000

10,000

50,000

25,000

15,000

10,000

50,000

25,000

15,000

10,000

50,000

25,000

15,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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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입찰시 규제

자본금 RO 500천 이상의 외국건설업체는 국제입찰의 경우에 한해
입찰금액에 제한없이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입찰참가시 사
전에 건설업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수주 후에는 발주처의 수주확인서를 첨부하여 상공부 지점등록시
업종에 건설업으로 등록한다. 하지만 응찰시는 오만기업과의 합작
및 하도급 의무는 없으나, 발주처에서 하도급을 강력히 권고할 뿐
아니라 오만 하도급 기업에 대해 Local Preference를 적용하기 때문
에 하도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오만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건설업체의 100% 투자
현지법인 진출에 부정적이므로 합작투자 법인 및 지점 형태의 진출
이 바람직하다. 정부 계약 또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지점 설립시
에는 오만인 스폰서가 필요하다.

나. 면허취득 제한 및 등급제도
1)

면허⋅허가제도

외국 업체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인 또는 지사설립과
함께 건설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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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인설립
외국업체 설립가능 법인형태로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LLD)가 있는데 이는 최소 2인 이상 40명 이하의 자본
투자가로 구성된 민간유한책임회사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지사에 비해 세금 부과율이 낮다. 2002년 새로 제
정된 세금법에 의해 OR 30,000(U$ 78,000)이상 소득에 대해 획일적
으로 12%의 세금 적용을 받는다. 반면, 지사의 경우는 이윤에 따라
0～30%의 세금을 적용받고, 또한 별도 사무실 개설 없이 기존 현지
파트너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합
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합작회사(Joint Venture)가 있다.
※ 상기 두 형태 모두 현지의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외국업체의 투자가능 비율은 공식적으로 70%가 한도(외국회사
: 현지회사 = 70 : 30)이지만 실제로는 외국회사가 70%이상의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나) 지사 설립
외국업체가 오만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
치 목적이 오만 기업과 경쟁관계가 아니면 허용된다. 외국업체는 자
사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건설업 허가
담당기관은 상공부(Company and Commercial Registration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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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상공부로부터 건설업 허가를 취득 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
야 하며 매년 갱신이 필요하다.
2)

도급한도⋅등급

건설업 등급은 건설업체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등급별로
수주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표Ⅳ-8> 등급별 수주한도
등급

자본금
Excellent 250,000이상
Grade Ⅰ 1000,000이상
Grade Ⅱ 50,000이상
Grade Ⅲ 25,000이상
Grade Ⅳ 15,000이상
자료 : 외교통상부

수주한도
최대
최저
없음
650,000

단위 : OR )
수수료
등록
갱신
(

585

279

950,000

250,000

225

108

350,000

50,000

128

73

75,000

15,000

78

45

33

25

15,000

없음

다. 현지인 의무고용 제도
1)

현지인 의무고용

가) 일반개황
오만은 197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숙련 및 반숙련 노
동인력의 해외 유입 확대되었다. 그러나 국내 직업훈련 미비 및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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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하여(인구의 57% 가량이 20세 미만) 2001년 말 기준 오만
인 노동인력은 15만명으로 총 노동인력 70만명의 21%에 불과하였다.
현재 외국인 노동인력은 55만명으로 총 노동인력의 79%이고, 이
중 민간부문(59만명)의 경우 오만인 노동인력은 11.4%(6만명), 외국
인 노동인력은 88.6%(53만명)이다.
오만은 오만화(Omanization) 정책을 통해 외국인 노동인력을 자국
노동인력으로 점진 대체할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제6차 경
제개발계획기간(2001∼2006) 중 민간부문에 100,000인의 오만인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다.
산업부문별 오만화 목표 설정(2007년 기준)을 살펴보면 건설업은
30%, 산업분야 중 IT는 25%, 통신은 55%, 자동차는 70%이고 관광
및 여행분야 중 항공은 93%, 요식업은 100%, 호텔은 85%, 여행사는
80%, 렌트카는 97%이고 전력 및 수도분야 중 전력은 78%, 수도는
76%, 석유 및 가스생산 분야는 90%이다.
매년 말 모든 업체들은 오만화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며, 목표 미
달 업체는 정부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외국인 채
용을 위한 노동자 신고서를 요청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기
업으로부터 기부금을 강제 징수, 오만인 기술 및 직업훈련 재정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고용절차
오만은 30%의 오만화 정책으로 업체는 프로젝트 계약시 고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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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오만정부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현지인 고용비율
이 30% 이상이지만 통상적으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노동부에 Omanization 비율에 의한 현지인 고용신고를 하고,
노동부로부터 나머지 비율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LC증서(Labour Clearance)획득하고, 이민국(Immigration Office)에
LC증서 제시 후 고용비자(2년) 및 노동카드(1년)를 획득해야 고용절
차가 완료된다.

라. 자국산 우대 제도
1)

국내산 의무조달 비율

정부 조달시는 구매계약 조건 및 기술사양을 충족하는 오만 국산
제품 및 GCC원산제품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다. 오만 국산제품은 유
사 외국제품에 대해 10%, GCC 원산제품에 대해 5%의 가격특혜를
부여한다.
낙찰자가 자재 및 공구기계 등을 구매할 경우에도 오만 국산제품
에 대해 동일한 특혜를 부여한다. 하지만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오만 현지기업(자본금 최대 70%)도 오만내 기업으로 인정되기 때문
에 동 기업이 제조한 제품도 오만 국내산으로 인정한다.
2)

벤더등록제도

입찰청 발주 입찰 참여의 경우, 로컬입찰은 사전에 입찰청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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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사전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수주후 사후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입찰청에 의하지 않는 발주처 자체 정부조달의 경우 일반
적으로 사전에 벤더등록이 필요하며, 벤더등록 된 업체에 한해서 정
부조달에 참가할 수 있다.
외국업체가 사전 벤더 등록이 필요한 기관들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주택 및 수전력부(Ministry of Housing Electricity &
Water), PDO(국영석유개발공사), Oman LNG, Oman Refinery,
Omantel 등이며 이들은 등록된 업체에 한해 입찰에 초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현지 업체를 에이젼트로 선정하여 사전에 반드시 벤더
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10)
표Ⅳ-9> 주요 사전벤더 등록 필요 기관 현황

<

구분
PDO
Oman Refinery/
Oman Gas/
Oman LNG

주택 및 수
전력부 (MHEW)
OETC

벤더등록 내역
모든 상품에 대해 사전
벤더등록 필수
모든 제품에 대해 사전
벤더등록 필수
사전 상품 등록 및
인증획득 필수
사전벤더등록
(66,132KV 및 그 이상)

10) 보건부는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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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Upstream/Downstream

등 오일.가스 관련 모든
기자재
상동
수, 주택관련
기자재
전력기자재

3)

보증 제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보증서만 인정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B - BOND (입찰보증) : 입찰금액의 2%
◦ P - BOND (이행보증) : 계약금액의 5%
◦ AP - BOND (선급금보증) : 계약금액의 10%11)
◦ M - BOND (하자보수보증) : 대체적으로 하자보수기간(1년)까
지 이행보증으로 대체
◦ R - BOND (유보금보증) : 유보금은 통상 10%로서 BOND로
대체 가능한 조건의 공사는 많지 않음

마. 애로사항
1)

자국 업체 하도급 권장

오만 현지기업 합작 및 하도급 의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 하도급을 강력히 권고할 뿐만 아니라, 오만 하도급 기업
에 대해 우대제도(Local Preference)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
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11)

대부분 정부공사의 경우 선수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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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국민 고용 강제

자국민고용정책으로 건설계약의 경우 약 35%의 오만인을 고용토
록 되어 있어 할 수 없이 오만인을 채용해야 하나 실제 업무에는 도
움이 되지 않고 비용지출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르카에 현장사무소를 둔 두산중공업의 경우, 외국인 업체가 오
만내에서 공사수행을 위해서는 전 종업원의 30%를 오만인으로 고용
하게 하는 Omanization 정책으로 인해, 오만인의 업무 수행능력과
무관하게 불필요한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오만인의 경우 특별한 기
술이 없어 운전사, 경비원 등 단순노동에는 적합하나, Omanization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오만인을 고용함으로써 경비부담이
과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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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레인

가. 입찰참가 제한
외국 기업의 주재국 공사, 입찰 참여시 소형공사는 각 발주 기관
에서 직접 담당하지만, 대형국책 공사는 공공사업부에 등록하여 주
재국의 PQ를 획득하여야 한다.
수상령(Prime Ministerial Edict) No. 21/1987에 의거 정부 조달 부
문 입찰시 자국민 및 GCC 국가 우대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단순 물
품 및 서비스 조달 입찰시 상대적으로 외국회사가 불리하다.

나. 면허취득 제한 및 등급제도
면허허가 제도는 외국 건설업체의 참여가 개방되어 있어, 외국기
업의 현지 지점의 개설로 충분하며, 별도의 건설업 허가는 등록이
필요없다.

다. 현지인 의무고용제도
정부는 2005년부터 제3국인에 대한 취업비자의 발급 및 갱신을 금
지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자국인화가 가능한 직
종은 100% 자국인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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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7년 12월, Majeed Al Alawi 노동부 장관은 2008년 7월
부터 민간부문의 현지인 고용 의무 비율을 낮추고 노동허가 수수료
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해 향후 인력 수급이 비교적 용이해질 것으
로 예상한다. 건설부문 현지인 고용 의무 비율을 10%에서 8%로 낮
추고, 노동 허가(유효기간 2년) 수수료를 BD100(약 266불)에서
BD200(약 532불)로 높였다.
노동법은 민간분야에만 적용되는데, 노동부의 노동허가 없이는 외
국인을 고용할 수 없으며 외국인 노동자와의 계약 파기, 업무 종료,
노동허가 갱신 또는 중지시 고용자가 노동자의 본국 송환 비용을 부
담한다. 그리고 모든 계약서, 서신, 회람, 규정은 아랍어로 작성(분쟁
발생시 아랍어로 된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으며, 기타 언어 번역물
첨부 가능)되고,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민간 및 공공분야에 모두 적용되며 노조 구성을 위
해 필요한 노조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노조 가입 및 탈퇴
자유, 단체 교섭 및 행동권, 노조의 독립성 보장하고 노조연맹 구성
을 허용하며, 근로자의 날(9.24)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라. 자국산 우대 제도
1)

자국산 가격 우대

자국 회사의 경우 입찰 가격 10% 우대, GCC 회원국 회사는 입찰
가격의 5%의 우대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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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 제도

입찰보증금은 입찰공고시 발표하며 이행보증금은 통상 계약금액의
1% 이상(입찰별로 상이)이며 프로젝트에 따라 상향 조정 가능하다.
역외보증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 애로사항
1)

외국업체 참여 제한

바레인 정부 발주에 외국 회사도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발주
낙찰 시 입찰 계약 완료전 바레인 국내 회사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전 일정 기간내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2)

자국 업체에 대한 우대제도 적용

정부조달 부문 입찰시 자국민 및 GCC 국가 우대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단순 물품 및 서비스 조달 입찰시 상대적으로 외국회사가 불리
하다. 우대 비율은 자국 회사의 경우 입찰 가격 10% 우대, GCC 회
원국 회사는 입찰 가격의 5%의 우대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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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스폰서 제도
1.

스폰서 제도 도입 배경 및 선정·활용방법

가. 스폰서 제도 도입 배경
중동 걸프지역에서 취업하거나 사업을 영위코자 할 때 외국인과
외국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주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스폰서 제도이
다. 처음 진출하는 기업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
며, 많지는 않지만 스폰서 선정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진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아랍어로 스폰서는 “카필(Kafeel)”이라고 하며, “후원하다”라는 의
미이다. 걸프 아랍지역에서 사용되는 스폰서의 영어식 표기는 스폰
서쉽(Sponsorship) 외에 에이전트(Agent),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Local Service Agent) 등이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본 고에서는 아랍지역 신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스폰서쉽으로 용어를 통일코자 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는 스폰서
제도라고 표기한다. 아울러 동 스폰서는 개별 기업이 영업 및 프로
젝트 수주활동 과정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여 개별적으로 계약, 활용
하고 있는 에이전트와는 구분됨을 밝힌다.
걸프 아랍지역에서 스폰서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정리한 내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대부분이 구술에 의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아랍지역에 스폰서 제도가 도입된 것은 자
국인보다 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외국인을 효과적으로 통제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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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한편, 스폰서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지불받게 함으로써 자국
민에게 경제적 부를 가져다주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쿠웨이트의 예를 통해 중동 걸프지역에 스폰서 제도가 도입된 배
경을 살펴본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61년의 쿠웨이트의 인구구조를 보면 자국
인 수가 16만 2천명으로 외국인 수(16만명)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후
외국인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2005년 기준 외국인 수가 200만명으로
증가하여 자국인 수(99만명)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
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자국
민의 비율이 20% 정도에 불과한 UAE, 카타르 등 걸프지역의 대부
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유가를 배경으로 풍부한 석유 수출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자국
민의 수가 많지 않은 걸프지역 산유국들로서는 지속적인 국가 발전
과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의 힘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면
치안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치적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도 그
만큼 커지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쿠웨이트 정부는 스폰서가 보증하는 외국인 피
고용자에 대해 노동비자(Working Visa) 발급조건을 엄격하게 심사
하고 있으며, 직종별로 외국인 노동자 수를 조절하고 있다.
외국인이 스폰서를 변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기존
스폰서의 양해를 구해야만 가능한 데 기존 스폰서가 쉽게 허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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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이다. 기존 스폰서와의 계약기간(보통 2～3년 단위)이 종료
되어 새로운 스폰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
렵다. 이 경우에도 기존 스폰서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입국한
후에는 노동비자에 기재된 직종을 바꾸는 것도 어렵다.
스폰서 제도는 또한 스폰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자국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스폰서가 되면 계약에 의해 “스폰서
피(Fee)"라고 불리는 고정 수입을 정기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UAE
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스폰서의 수준에 따라서 연간 4만～6만 디람
(약 10,000～16,000불) 정도가 스폰서 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스폰서가 프로젝트 수주에 기여할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
라 계약금액의 일정액을 성공 보수로 지급하기도 하며, 지급비율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참고로 정부가 지정한 공식 스폰
서 계약서는 없으며, 상호 협의를 통해 조건을 조정하고 문구를 만
들 수 있다.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걸프지역 각국 정부가 스폰서 제도를 도입하
고 있는 주요 이유를 요약 설명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① 외국인 수가 자국민 수보다 많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치
안 및 정치적 불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② 특정 업종에 특정 국가의 노동력이 지나치게 많아짐에 따라 발
생할 수 있는 스트라이크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차질없이 추구할 수 있음

- 211 -

③ 기존 사업 및 취업활동을 통한 소득 이외의 수익을 올리게 함
으로써 자국민의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서 외국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대정
부 로비 등에 의한 부작용과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한편,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한 인권 탄압으로 국제 문제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일
부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 자체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움직임이 일
고 있다.
가령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신규 진출기업의 경우 스폰서 없이도
지사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오만과 바레인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와 마찬가지이다. 카타르 또한 공공사업에 참여할 경우 스폰서 없이
도 지사(Branch Office)를 운용할 수 있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널리 홍보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지사
(Representative Office) 형태로 스폰서 없이도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주요국 스폰서 선정․활용방법
카타르 등 걸프지역 각국은 노동법에 스폰서쉽 관련 규정을 구체적
으로 명기하지 않고 있다.(단, 오만은 노동법 Article[56]에 스폰서쉽
언급) 그러나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입국할 때나 노동비자를
취득할 때 그리고 지사 또는 회사를 설립할 때 스폰서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제적으로는 스폰서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동 걸프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폰서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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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과 내용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한 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특히 한국 건설기
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고, 진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걸프지역의 주
요 산유국인 UAE와 카타르의 스폰서 선정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코
자 한다.
1) UAE

◦ 스폰서 대상 물색
UAE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법인 등의 형태로 진출코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스폰서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적합한 스폰서를 선정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스폰서를 물색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나 교민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다. 기타 건설업 관련 컨퍼런
스에 참여해서 알게 되거나 친분이 있는 현지업체, 상공회의소 등의
기업 지원 관련 기관 그리고 로펌이나 회계사무소를 통해서도 소개
받을 수 있다. 로펌이나 회계사무소의 경우 스폰서가 가능한 사람이
나 기업의 리스트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또한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거나 계약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다소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대상 스폰서를 물색한 후에는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 등을 통해
반드시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
더라도 철저하게 신용도를 체크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분쟁을 사전에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 한 번 계약한 스폰서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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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스폰서 계약 체결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한 스폰서 계약서는 없다. 스폰서와 기업간
상호 협의를 통해 스폰서의 역할 및 수수료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표기한 후에 계약서에 상호 서명하면 된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계약기간은 보통 2∼3년이며, 한 스폰서
가 복수의 외국기업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스폰서 수수료 지불방식은 ①연간 일정 금액과 프로젝트 계약에
기여할 시 성공불을 지급하는 혼합 방식, ②연간 일정 금액 지급 방
식, ③프로젝트 계약에 기여할 시 성공불 지급 방식 등의 3가지 방
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방식이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로 연간 일정액을 지불할 경우의 금액은 스
폰서의 수준에 따라서 연간 약 10,000불에서 16,000불 정도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제벨알리 등 경제특구 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외국기업의 지분은 49% 이하로 제한된다. 따라서 나머지 51%의 지
분을 두고 스폰서(지분 미출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
◦ 스폰서 활용
지사 및 법인 등의 설립을 위해서는 스폰서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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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또한 주재원의 거주비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비자
발급, 귀국시 허가, 은행 계좌 개설, 사무실 및 주택 임차, 기타 각종
관공서 인허가 획득 등을 위해 스폰서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폰서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리인(지사장도 가
능)을 지정할 수도 있다.
카타르
◦ 스폰서 대상 물색
2)

카타르 역시 UAE와 마찬가지로 현지 진출 한국 기업 관계자나
교민을 통해 스폰서를 소개받을 수 있다. 기타 친분이 있는 현지업
체, 상공회의소 등 기업 지원 관련 기관과 로펌이나 회계사무소
(E&Y 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직접 신문 광고를 활용하
여 스폰서를 물색하기도 하였다. 이 기업은 신문 광고를 보고 접수
한 사람 중 복수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인터뷰를 실시하여 신뢰성
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합한 스폰서를 물색하였다.
대상 스폰서를 물색한 후에는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 등을 통해
반드시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
더라도 철저하게 신용도를 체크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 한 번 계약한 스폰서는 계약기간
이 종료되더라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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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 계약 체결
카타르의 경우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 스폰서 없이도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또한 스폰서 없이도 영업활동이 가능한 지사 설립도 가
능하다.
그러나 민간 발주 공사에 참여하거나 현지인이 수주한 공사에 협력
또는 하청으로 참여코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이
경우 스폰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한국 기업이 원청 수주한 프로
젝트의 경우에도 현지화율을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 때문에 현지법인
의 설립을 요구받고 있는 점도 스폰서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표Ⅴ-1> 카타르 현지법인 설립 절차
① 스폰서 계약 체결
② 동시에 법인장에 대한 위임장(Power of Attorney), 사업자 등록증
등 법인 설립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
*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 후 공증받고(국내), 아랍어로 번역해야 함
③ 현지 은행에 자본금 입금 후 입금증명서 발급
④ 법인 주소지 및 P.O.BOX 등록
⑤ 상기 서류를 Ministry of Economy & Commerce에 제출,
CR(Commercial Registration) 발급
⑥ 카타르 상공회의소 등록(CR 필요)
⑦ 사무실 임차계약서 첨부, 영업허가증(Municipality License) 발급
* 사무실은 상업지역에서만 등록 가능
⑧ Computer Card(일종의 사용인감) 발급
* 발급시 법인인감과 서명권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이후 각종
인허가시 사용됨

- 216 -

UAE와 마찬가지로 카타르도 공식적인 스폰서 계약서는 없다. 스
폰서와 외국 기업간 상호 협의를 통해 스폰서의 역할 및 수수료 등
의 계약조건을 정한 후 계약서에 명기한 후 서명하면 된다. 계약서
에 서명한 후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UAE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은 보통 2∼3년이며, 한 스폰서가 복
수의 외국기업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스폰서 수수료 지불방식은 크게 ①연간 일정 금액과 프로젝트 계
약에 기여할 시 성공불을 지급하는 혼합 방식, ②연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③프로젝트 계약에 기여할 시 성공불을 지급하는 방
식 등의 3가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스폰서 활용
주재원의 거주비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비자 발급, 귀국시 허
가, 은행 계좌 개설, 사무실 및 주택 임차, 기타 각종 관공서 인허가
획득 등을 위해 스폰서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타 외국인이
법규를 위반하여 구속되었을 때 석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스폰
서의 서명이 필요하다. 스폰서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
하여 대리인(법인장, 기타 대리인 각 1명)을 지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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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폰서 제도 관련 애로사항 분석

중동 걸프지역 건설시장에의 진출을 추진했거나 추진해 온 건설회
사들은 스폰서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던 것으로 조
사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스폰서 제도 관련 자료 및 법규, 관련 사례, 신뢰할
만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도 담당 기관이 불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폰서인지 여부를 확인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스폰서 계약 체결 후에도 당초 기대와
달리 스폰서의 역할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
었다.
해외건설협회는 업계가 스폰서 제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느꼈
던 애로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2006년 이후 중동 걸프
지역 6개국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적이 있는 기업 71개사와
2006년 이후 중동지역에서 발주된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경험이 있
는 26개사 등 총 97개의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에 응답한 회사는 프로젝트 수주회사 27개사, 입찰 참여업체
8개사 등 총 35개사였으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겪었던 애로사항
은 공통적으로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애로사항 분석은 설문조사에 많이 응답한 이미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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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기 애로사항 유형
기 진출했거나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 모두 관련 자료의 부족
과 마땅한 정보소스의 발굴이 어려운 점을 초기 정보 수집 과정에서
겪었던 주요 애로사항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기업들이 밝힌 초기
에 스폰서 제도와 관련하여 겪었던 주요 애로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표Ⅴ-2> 스폰서 제도 관련 초기 애로사항

<

스폰서 제도 관련 자료 등 정보와 법규를 찾기가 어려움. 특히 국내에
관련 정보가 부족하였음
- 관련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음
- 기 진출업체의 도움을 얻기가 어려웠음
- 신뢰할 만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으며, 수집한 자료도 신뢰
성이 떨어졌음
-

나. 현지 조사과정 애로사항
조사대상 기업들의 79%가 현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명확한 관련 법규와 담당기관이 없는 점을 거론하
였다. 기타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한 점과 관련
정보가 불분명한 것도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그림Ⅳ-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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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스폰서 제도 관련 현지 조사시 겪은 어려움

<

기타
4%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을 찾지 못
한점
16%

명확한 관련
법규와 담당기
관이
없는 점
79%

현지 진출 아국 기업들이 스폰서 제도를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되었
다고 응답한 기업은 38%에 불과하였다. 또한 현지 주재 아국 공관
이나 기관이 스폰서 제도를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기
업도 23%에 불과하여 그동안 스폰서 제도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스폰서 역할 만족도
조사대상 기업들의 54%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스폰서의 역
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Ⅳ-2 참
조) 스폰서의 역할과 관련해서 스폰서의 역할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
한 기업이 밝힌 주요 이유는 무능력과 행정업무 처리시의 비협조적
자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설문조사 대상기업의 52%는 프로
젝트 정보 제공을 그리고 43%는 비자발급 등의 행정업무 지원 역할
을 기대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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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스폰서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

만족하지
않음, 46%

만족하고
있음, 54%

한편, 조사대상 기업들의 56%는 스폰서 선정 시 영향력을 우선적
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초기에 물색한 스폰서에 대한 신
용조사는 37%가 현지 전문 신용조사 기관을 통해 그리고 37%의 기
업은 기 진출 한국 건설기업 관계자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스폰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의 52%가 프로젝트 정보 제공
을 그리고 43%가 비자 발급 등 행정업무 처리를 기대했다고 밝혀,
스폰서를 활용한 프로젝트 참여에 기대한 업체가 1/2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스폰서 변경 여부
조사대상 기업들의 50%가 스폰서 변경을 고려했던 것으로 파악되
었다.(그림Ⅳ-3 참조)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리고 제도적․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스폰서를 변경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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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스폰서 변경 고려 여부

<

없음
50%

있음
50%

한편, 조사대상 기업들의 46%가 스폰서와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
었다고 밝혔다. 많은 기업(60%)이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법률적인 대응을 시도한 기업도 27%에 달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3.

스폰서 제도 활용 성공․실패사례 분석

중동 걸프지역에서 스폰서 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기업들은 대
체로 사업관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간적
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로 아랍인들은 신뢰하기 전까지는 의심하는 편이며, 성격
이 낙천적이고 행동 또한 느린 편이어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한번 신뢰하게 되
면 끝까지 믿는 편이다. 한편, 스폰서와의 관계가 성공적이지 못한
기업들은 프로젝트 수주에 크게 기대한 나머지 명성만 믿고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폰서 제도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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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했거나 실패한 사례를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등의
기업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가. 성공사례
1) A

기업

대기업이지만 그동안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던 동사는 2006년 말에
신 성장동력 확보 등의 차원에서 해외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진출 대상지역은 건설 붐이 한창이던 UAE의 두바이로 정하였으
며, 개발사업보다는 도급공사 수주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현지인 스폰서는 건설기업의 UAE 주재원 출신인 한국인 교민을
통해 소개받았다. 동 교민은 동 스폰서가 발주처 인사 소개와 프로
젝트 수주에 도움이 되는 유력자라고 밝혔다.
동사는 2006년 하반기부터 지사 설립을 본격 추진하였다. 지사 설
립을 위해서는 스폰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인 유력자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스폰서와는 공사 계약에 기여할 경우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불하는 에이전트 계약도 별도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경쟁 입찰을 통해 발주되고 있어서
스폰서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초기에 파악했던 것보다 UAE의 공무원은 훨씬 관
료적이었으며, 행정 절차 또한 복잡하고 처리 속도도 더뎠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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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가 유력자였기 때문에 진출 초기에 신속하게 관련 면허를 획
득하고, 지사를 설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가령 관할
관청에서 관련 면허를 획득하는 데 변호사를 이용할 경우 최소 2개
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스폰서를 활용함으로써 3일 정도 만에 해결
할 수 있었다.
동사는 스폰서가 유력한 기업 또는 인사인 데다가 정직하고 또한
적극적인 성격일 경우 행정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공사를 수주하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미스런 일
이 발생하여 상호 불신하게 됨으로써 스폰서와의 관계가 최악의 상
황에 처하면 사실상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진
출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시사점 >
동사의 사례를 통해 스폰서를 정할 때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물론 스폰서의 역할을 이상적이기 보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설
정하고 또한 그에 맞는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B

기업

중견 건설회사인 동사는 고유가를 배경으로 중동 산유국에서 최근
수년간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중동지역 건설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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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는 국내외 지인들과의 상담 등을 통해 우선 카타르에 진출하
기로 결정하였다. 카타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해외 진출 경험이 없는 동사는 현지 기업과 단순히 수수료를 지불
하는 단순 스폰서(일반적으로 “슬리핑 스폰서(Sleeping Sponsor)” 또
는 “페이퍼 스폰서(Paper Sponsor)”라는 명칭으로 불림) 이상의 실
질적 도움을 받기를 원하였다. 문제는 이와 같은 목적에 적합한 현
지 기업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는 자사가 원하는 타입의 스폰서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동사는 현지 지인들과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신뢰할만한 건설회
사를 운영하는 현지인을 찾을 수 있었으며, 결국 동인과 스폰서 계
약을 체결하는 한편 합작법인을 설립하였다.
동사는 스폰서가 비자문제 해결 등의 일반적인 도움보다는 공사를
수주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현지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경험을 축적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초기에
는 스폰서가 수주한 공사에 하청으로 참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스폰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초기에 신뢰관계가 형성된 동사와 스폰서는 상호 믿음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 참여방안을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실제로 스폰서는
자재 및 장비 제공과 초기 인력 지원 등의 협조를 약속하고 실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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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동사의 사례를 통해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더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합한 스폰서를 찾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스폰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측면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면을 함께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사의
장단점을 공개하는 한편, 자사가 원하는 사안들을 밝히는 등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3) C

기업

중소 전문건설 회사인 동사는 1990년대 말에 국내 원청사의 UAE
공사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하였다.
동사는 중동지역에서 계속해서 많은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
고 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스폰서
로는 동사가 수행하고 있는 하청공사에 외주를 받아 참여하고 있는
현지 건설회사 중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한 아부다비 소재의 한
기업을 염두에 두었다.
이후 동 현지 회사에게 자사의 계획과 현재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
였으며, 자사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하였다. 현지 회사도
납품을 통한 사업관계에서 신뢰성을 보여 준 동사의 적극적인 제안
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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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신뢰를 보여주었다고 판단한 양사는
결국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물론 스폰서 계약 시에는 권
리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스폰서는 동사의 인력 동원에 필요한 비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부, 경찰서, 법원 등의 관공서 관련 업무
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었다. 어떤 경우에는 스폰서
가 보유하고 있는 비자를 활용, 급히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동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도 하였다.
스폰서는 또한 독일의 유명 기업이 카타르에서 수주한 발전소 프
로젝트의 2천만불 상당의 하청계약을 체결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
었다. 또한 주변 국가에서 발주되고 있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폰서가 구축한 네트웍을 통해 외국 스폰서를 연결해 주기
도 하였다.
< 시사점 >
동사의 사례를 통해 중소 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직접
진출하기 보다는 국내 원청사의 하청사로 참여하여 현지 실정을 우
선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수행을 통해 협력관계에 있던 기업들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스폰서로 정하는 한편, 상호 분쟁 발
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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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무엇보다 비즈니스 관계도 중요하지만 상호 충분한 협
의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
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4) D

기업

건축공사 감리 등 엔지니어링과 소규모 플랜트 부대시설을 주로
건설하는 중소 전문건설 회사인 동사는 중장기 성장전략을 수립한
후 고유가로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하고 있던 중동 걸프지역을 적극
공략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소규모 엔지니어링 및 건축공사를 수주한
것 외에 이렇다 할 해외건설 실적이 없었던 동사는 시장 조사를 통
해 쿠웨이트에 우선 진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입찰 프로젝트
를 발굴하게 되었다.
중동지역에서 공사를 수주한 경험이 없었던 동사로서는 수주는 물
론 시공활동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력한 스폰서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중소 건설회사인 동사의 입장에서 수수
료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수주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력한 스
폰서를 찾기란 결코 쉽지가 않았다. 더욱이 입찰기한도 촉박하여 다
수의 스폰서 대상자를 상대로 신용도를 조사할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동사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신뢰할 만한 한
국인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유력인사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
었다. 동사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평소 신뢰관계를 구축
한 한국인 지인이 소개하여서 믿기로 하였으며 또한 수수료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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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수주활동과 중장기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과감하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동사는 짧은 준비기간으로 입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
으며, 입찰 마감시한이 연장되기를 고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다행
히 스폰서가 프로젝트 발주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입찰 마감시한을 연장할 수 있었으며, 보다 치밀한 준비를 통해 결
국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다.
스폰서는 이후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공정 지연으로 인해 발주
자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스폰서의 중재로 손실을 크
게 경감시킬 수 있었다. 스폰서는 또한 동사의 중장기 성장전략에
공감,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주변 걸프
지역 국가의 프로젝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동사의 사업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다.
스폰서가 보여준 그간의 활동을 통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판
단한 동사 또한 스폰서를 주기적으로 방문, 시공 및 본사 상황을 솔
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한 자사 경비를 부담하여 스폰서를 한국에 초청, 본사의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중장기적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대관계 강
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다.
< 시사점 >
동사는 입찰 준비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던 상황에서 다소 성
급하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동사가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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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관계가 있던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기에 스폰서를 신뢰하였을 것
이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스폰서 대상자에 대
한 신뢰도를 면밀히 조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한다.
한편, 동사는 다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유력인사인 스폰
서가 요구한 수수료를 기꺼이 지불하였다. 스폰서가 수주 및 시공활
동에서 기여할 경우 수수료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
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또한 주기적으로 스폰서를 방문하
여 자사 현황과 시공상황 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
션을 시도하였으며, 자사 경비를 들여 스폰서를 한국에 초청하여 회
사 비전을 공유하는 등 유대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다.
이에 화답하듯 스폰서도 동사의 사업 발전을 위해 프로젝트 정보를
적극 발굴,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동사의 사례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유대
관계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스폰서와의 강한 신뢰관계 구축
및 스폰서로부터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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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패사례
1)

가 기업

대기업이지만 상대적으로 중동지역에서의 수주가 저조했던 동사는
중동 걸프지역의 전략적 진출시장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결정하고,
적극 진출을 추진하게 되었다.
스폰서는 그동안 접촉해 왔던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소개받았다.
평소 잘 알고 지내 온 현지 에이전트가 소개한 스폰서였기 때문에
신용도를 상세하게 조사하지 않고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후 적극 지
원하였다. 동 스폰서는 현지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력
한 인사였다.
그러나 계약 이후 프로젝트 수주활동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스
폰서의 요구조건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없이
요구조건을 수용하였으나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결국에는 스폰서의 요구에 의해 이끌
려 다니는 처지가 되었다.
스폰서의 요구조건 유형은 크게 ① 계약 체결 시 합의한 수준 이
상의 과다한 경비 및 수수료 요구, ② 친인척 및 지인 등의 채용 요
구, ③ 자재 및 인력 공급 등의 이권 제공 요구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현지인이어서 스폰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스폰서의 동의가 있어야만 다른 스폰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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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스폰서의 요구사
항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별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랜 검토 끝에 전략적 진출시장
으로 선정한 국가였기 때문에 사업 철수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운 실
정이었다.
< 시사점 >
동사의 사례를 통해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
뢰할 수 없는 스폰서라면 오히려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장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신규로 진출하
는 외국기업이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할 시에 스폰서를 두지 않아도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지 실정을
잘 모르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현지인 에이전트를 두고자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현지인 에이전트에 대한 철저한 신뢰도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나 기업

중소 전문건설 회사인 동사는 카타르에 진출하기로 결정한 후 현
지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을 통해 스폰서를 구하였다.
중소기업으로서 해외진출 경험이 전무했던 동사는 현지에 다년간
거주해 온 교민의 말만 믿고 현지인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후 현
지법인을 설립하였다. 스폰서는 사업이 확대될 경우 일정 지분을 투
자하고, 공사 정보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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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초의 약속과 달리 스폰서는 수수료를 받는 데에만 치중
하였으며, 사업 확대를 통한 지분 투자나 공사 정보 제공 등에는 별
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는
동사가 교민의 말만 믿고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을 스폰서로
선정하는 등 보다 세심하게 조사하지 않은 점도 있다.
< 시사점 >
동사의 사례를 통해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
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어쩌면 처음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스폰서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
러나 많은 기업들이 스폰서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
을 깨닫고 공사 수주 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
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사의 스폰서 선정
이 완전히 실패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 달리 스폰서가 동사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은 분명하다. 동사는 또한 자사가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조건을 고
려하여 무리한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초기에 내부적으로 스폰서의 역할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정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이에 적합한
스폰서를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수
준에 맞는 조건으로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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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용 및 스폰서 제도 활용방안
1.

스폰서 제도 효율적 활용방안

가. 스폰서 선정절차 및 유의사항
1)

스폰서 제도에 대한 기본인식

외국인과 외국기업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다른 지역에는 없는
GCC만의 독특한 제도인 스폰서 제도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스폰서 선정․활용절
차 및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
해 GCC 국가들이 스폰서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살
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Ⅵ-1> GCC 스폰서 제도 도입 배경

<

외국인 수가 자국민 수보다 많아져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안
및 정치적 불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처
예) 쿠웨이트 인구 변화: 자국민 16.2만명(외국인 16만명)(1961)
→ 자국민 99만명(외국인 200만명)(2005)
- 특정 업종에 특정 국가의 노동력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라이크 등의 문제를 사전 방지, 차질없는 산업 및
경제 발전 추진
- 기본 소득 외 추가 수익을 통한 자국민의 경제적 수준 향상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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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스폰서로 활동하고 있거나 잠재적 스폰서가 될 수 있는 GCC
국가의 국민들은 자국 정부가 자국이 처한 열악한 환경(상대적으로
적은 인구, 열악한 자연 환경, 제조업 미발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스폰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스폰서 피를
지급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스폰서 제도
가 매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
뷰를 한 UAE의 한 스폰서는 이러한 점을 이유로 들면서 자국 정부
가 스폰서 제도를 쉽게 변경 또는 취소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현재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고 밝혔다. (도입 배경 및 기타
상세내용: “Ⅳ. GCC 스폰서 제도 분석" 참조)
스폰서 제도의 도입 배경과 이에 대해 정당화하는 현지인들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GCC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제도 자
체의 불합리한 점을 논하기 보다는 자사가 설정한 진출 전략과 목적
그리고 자사의 실정에 부합하는 스폰서를 선정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자사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의 계약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협의하는 등
보다 실리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스폰서 선정절차 및 유의사항

GCC에 진출한 기업들은 초기에 스폰서 관련 정보 수집과 적합한
스폰서를 물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스폰서를 선정한 이
후에도 스폰서의 역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 진출하여 스폰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은
스폰서의 영향력보다는 스폰서의 진정성이 중요하며, 자사의 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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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스폰서와 계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Ⅴ
장 스폰서 제도 분석” 참조) 신규 진출시 스폰서 선정 등 각 단계별
절차와 유의할 사항을 살펴 본다.
표 Ⅵ-2> 스폰서 선정절차 및 유의사항

<

진출 국가 결정
- 해외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 통한 진출국 시장 정보 수집
- MEED 등 전문 잡지 정보 활용 등

⇩

스폰서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 국내: 해외건설협회, 현지 진출 기업 국내 본사, 인터넷 등
- 현지: 현지 진출 기업, 교민, 친분있는 현지기업, 아국공관 등

⇩

스폰서 역할에 대한 기업 내부방침 결정
- 행정적 업무처리 중심 활용 단순 스폰서
- 상기 역할 외에 프로젝트 정보 제공 등 수주활동 활용 목적스폰서

⇩

스폰서 대상 기업․현지인 물색
- 현지 진출 한국 기업 관계자
- 현지 장기 체재 교민
- 친분있는 현지기업 관계자
- 건설 관련 컨퍼런스 참여 통해 알게 된 현지기업
- 상공회의소 등 기업 지원 관련 기관
- 로펌 또는 회계사무소(비용이 다소 비싼 점이 단점)
- 기타 신문 광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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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스폰서 선정절차 및 유의사항(계속)

<

대상 스폰서에 대한 신용도 확인
-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
- 로펌 또는 공인회계사 등(비용이 비싼 점이 단점)
*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철저한 확인 필요
* 크로스 체크 통한 비교 평가 필요

⇩

스폰서와 협의 통해 역할 및 수수료 결정
- 내부 방침에 의해 결정된 스폰서 역할 기준에 따라 협의
- 수수료 지불방식 중 자사에 적합한 방식 택일
① 연간 일정금액과 프로젝트 계약 기여시 성공불 지급
② 연간 일정금액 지급
③ 프로젝트 계약 기여시 성공불 지급
* 수수료(연간 일정금액) 수준: 10,000～16,000불(UAE)
* 스폰서와 지속적이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통해 상호 역할
및 수수료 등 협의 필요

⇩

스폰서와 계약 체결
- 공식 스폰서 계약서: 없음
- 계약기간: 보통 2∼3년
* 계약서 서명후 공증 바람직
* 한 스폰서가 복수의 외국기업과 스폰서 계약 체결 가능

⇩

스폰서 활용
- 지사 및 법인 설립
- 주재원의 거주비자 및 외국인 근로자 노동비자 발급
- 귀국시 허가
- 은행 계좌 개설
- 사무실 및 주택 임차
- 기타 각종 관공서 인허가 획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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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폰서 제도 효율적 활용방안
1)

기업 차원

ㅇ 자사 진출전략 및 현실을 감안, 내부적으로 스폰서 역할 기준
결정
GCC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초기 진출 시 상당
수 기업들은 스폰서의 영향력을 우선 고려하였으며 또한 프로젝트
정보 제공 역할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
나 스폰서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스폰서의 역할에 만족한 기업들
이 절반 정도에 불과했을 정도로 성과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
었다.
기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 중인 많은 기업들이 스폰서의 역할에 대
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신규 진출을
추진한 기업들은 대체로 진출 초기부터 스폰서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기대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UAE에 진출한 한 기업 관계
자는 스폰서로부터 프로젝트 정보 제공 및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직
접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등 많은 부분을 기대했으나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동사 관계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스
폰서가 지나치게 간섭만 하지 않으면 좋은 스폰서라고 생각하고 있
는 것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점을 일찍 알았더라면
수수료를 지금보다 훨씬 낮게 책정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프로젝트 수주에 상당 부분 도움을 받고 있는 기업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들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자사의 진출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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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한 후 이에 부합하는 스폰서를 물색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하여 자사
에 최대한 적합한 사람을 찾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자사 실정과 추구 목적에 부합하는 스폰서 물색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기 진출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스폰서
가 인허가 등 행정 및 출입국시 비자 등과 관련 자신의 역할을 제대
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스폰서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수가 부담이 되거나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50%에
달했으며, 현 스폰서와 계약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기업도 4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스폰서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관
련 면허 획득 기간을 불과 1주일 정도로 단축시켜 주었으며 또한 발
주처의 인사를 소개해 주는 등 프로젝트 수주활동에도 어느 정도 도
움을 주었다고 밝힌 기업도 상당 수 있다. 참고로 영향력이 있는 스
폰서의 경우 파트너가 될 외국기업의 능력과 평판 등을 크게 고려하
며,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비싸고 활동경비 및 프로젝트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대가도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기 진출 기업의 많은 관계자들이 스폰서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영
향력이 크지 않더라도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나 비자를 발급할 시에
적극 협조하고 정직한 스폰서가 장기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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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은 자사의 실
정과 자사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스폰서를 물색하는 데 주력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해외에 이름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
거나 프로젝트를 수주한 실적이 없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수주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스폰서를 물색하고
자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영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
나 자칭 영향력이 있다고 말하는 스폰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계약 이
후의 실제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요
구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스폰서의 무리한 요구나 사업 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기업의 사업 전략이나 목적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ㅇ 스폰서에 대한 철저한 신용 조사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19%만이 스폰서를 선정할 때 평
판을 고려했으며, 스폰서 계약 이후에는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스폰
서와 분쟁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스폰서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돼 있다.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철수하지 않는 이상 별 다
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스폰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스폰서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스폰서
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초기에 스폰서를 물색하게 되면 무엇보다
도 스폰서의 신용도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에 기 진출한
복수의 관련 산업의 기업 관계자를 통해 스폰서의 신용도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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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자사의 진출 전략 및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기한이 촉박하다고 판단되면 다소 비싼 비용이 유
발되더라도 로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
단된다. 조사하는 데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철저하게 스폰서의 신용도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스폰서와 역할 및 수수료 수준 등의 계약조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후 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
기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업들이 스
폰서의 역할이 불만족스럽고 또한 수수료가 비싼 편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스폰서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리고 계약서에
명기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폰서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스폰서의 역할 및 수수료 관
련 조항 등을 분명하게 명기함으로써 스폰서로 하여금 최대한 자신
의 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스폰서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
여 스폰서의 역할과 수수료 지불방법 및 수수료 수준 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기 진출 기업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폰서 수
수료 지불방법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수주에 스폰서가 기여할 경우 일
정 비율을 지급하는 성공불 지급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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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폰서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통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관계 구축
스폰서와 한 번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완전
히 철수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같은 스폰서와 관계를 유지할 수 밖
에 없다. 그만큼 스폰서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대기업의 하청사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던 한 중소기업의 관
계자는 자사가 독자적으로 진출하기로 결정한 후, 스폰서 대상으로
정한 자사의 현지 협력사와 자사의 비전 및 현재 사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스폰서와 신뢰관계를 구
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물론 이익에 대해서도 상호 이해와 신뢰
를 바탕으로 함께 공유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들도 스폰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즈니스 측면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인간적 신뢰관계
구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

정부 차원

ㅇ 스폰서 양성화 타진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국가시험을 보거나 자격증을 획득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되면 현지인은 누구나 스폰서가 될 수 있다. 문
제는 스폰서의 자질이나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스폰서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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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종종 볼 수 있으며, 기업들에게 무리한 권리와 이익을 요구
를 하는 등 비도덕적․불법적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비록 이 문제가 한국 기업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
리 기업들도 진출 초기에 그리고 스폰서 계약 체결 이후에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해당 국가가 시험을 실시하거나 등록할 경우 스폰서 자격
증을 교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우리 기업과 기업
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 외국인 전용 스폰서 상담창구 설립 타진
많은 기업 관계자들은 스폰서 관련 제도나 정보 수집을 위해 현지
에 출장을 갔지만 마땅히 방문할 만한 적합한 기관이 없어서 큰 어
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로 방문하는 곳은 진출한 한
국 기업이나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교민들 그리고 평소 친분이
있었던 현지 기업들이라고 밝혔다. 스폰서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문
제가 발생하더라도 마땅히 고충을 토로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불합
리하다고 생각되어도 가능한 한 스폰서와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
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해당국 정부가 스폰서 관련 제반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애
로사항을 건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스폰서 상담창구를
설립할 경우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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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한 공관(UAE)의 과다한 서류 공증 수수료 현실화 요구
주한 UAE 대사관이 특히 서류에 대한 공증 수수료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폰서 계약 이후, 지사 설립 과
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위임장의 경우, 수수료가 80
만원에 달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 UAE 주변국 공관이 같은
종류의 서류에 대해 17,000～30,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
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기타 서류
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다소 비싼 편이어서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
의 경우 상당한 비용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공증 수수료를 완화할 경우 우
리 기업들의 진출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해당국 주재 한국 공관을 활용하여 평판이 좋지 않은 스폰서
(스폰서 소개 브로커 포함) 리스트화
기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업들은 초
기에 스폰서 관련 정보를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교민이나 진출
한국 기업 지사 등의 관계자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부 교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스폰서를 소개하거나 지나치
게 스폰서의 능력을 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사업에 이용
할 목적으로 스폰서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이라도 하듯 일부 기 진출 기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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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들은 가능한 한 교민들을 접촉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기까지 하
였다. 물론 선량한 교민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
도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스폰서를 변경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
여 스폰서 대상자를 소개받으면 반드시 복수의 사람들에게 스폰서의
평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GCC 국가들의 국토 면적
은 크지 않은 편이며, 인구 또한 수 백만 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
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활동 지역도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제한
적으로 분포돼 있다. 물론 한국 교민사회도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
다. 따라서 국내외 사람을 막론하고 한번 평판이 나빠지게 되면 금
세 관련 업계와 시장에 그 소문이 확산되게 된다. 문제는 신규 진출
을 모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와 같은 정보들이 축적
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스폰서나 브로커를 만나서 사업을 진행하
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당연하
다. 따라서 현지 주재 한국 공관을 활용하여 평판이 좋지 않은 스폰
서나 스폰서 소개 브로커의 명단을 작성하면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은 스폰서 물색 단계에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리스
크 또한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리스트에 오
른 기업이나 사람의 반발 및 악용 등의 문제 소지도 예상되므로 공
관을 방문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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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 등 현지인 우대에 대한 FTA 활용 방안

앞에서는 한국 건설업체가 GCC 정부조달 건설시장을 진출하는 데
에 장벽이 되는 각종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이 문제들의 대부분은
법, 규제나 관례에 따라서 제도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GCC 국가들의
법령과 규제의 변화, 또는 정부지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업체 차
원에서 한국업체들이 해결하기는 어렵고, 한국 정부차원에서도 평상
시에는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다루기는 불가능하다.
제도적인 시장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국가
간 외교적 압력이나 WTO를 통한 통상협상이다. 그러나 GCC 국가
에 대한 한국의 외교력은 제한되어 있으며 비록 WTO 도하라운드에
서 건설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하라운드가 지연되면서 건설서비스에 대한 다자적 시장개
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WTO 협상을 통해서 GCC의 건설
시장 무역장벽을 제거할 수 있을지는 현재 미지수이다.
1998년부터 한국은 외국의 시장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양자, 또는
지역별 FTA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2007년에 한국과 GCC는 FTA
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하였고 2008년부터 한-GCC FTA 협상
을 시작하였다. FTA에는 협상국간 관심이 있는 산업과 시장의 개방
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GCC
FTA는 GCC 정부의 건설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수 있는 뛰어난 기회
이다. 한국측 협상 관련자들도 GCC의 정부 및 민간 건설시장 개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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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Ⅵ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FTA를 통하여 GCC의 고용 및 현지
인 우대 정책을 제거하거나 약화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각 정책을 검토하기 전, 먼저 각 GCC 국가에서 정부조달 건
설서비스 조달에 관한 법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정부조달
건설서비스 조달 관련 법령의 여부는 한국이 GCC 국가들과 FTA를
협상할 기본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는 작업이다. FTA는 각
국가가 시장장벽을 제거하거나 약화하기로 약속하는 협정이며, 협정
을 통하여 각 국가가 약속한 사항은 그 국가의 법령, 규제 및 행정
지침을 통하여 반영된다.
만약 GCC 국가들이 정부조달 관련 기본 법령이나 규칙이 없으면
GCC 국가 정부가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조달하는 각 부처, 지방정부
와 공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가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FTA를
체결한다고 하여도 그 영향력은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먼저 GCC 국가들이 정부조달 관련 법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FTA
를 통하여 현지인 의무고용, 입찰자격 제한, 자국산 또는 자국업체 우
대제도 등의 시장진출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 FTA를 통한 건설 무역장벽 제거 가능성
<표 Ⅵ-3>에서 보다시피 GCC 6개국에는 정부조달 관련 법령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각 국가에는 법령을 통하여 조달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틀이 마련되어 있는데, 정부가 각 부처나 지방정부에
법령을 통하여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GCC 국가들이 FTA를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GCC
국가의 중앙정부는 법령을 통하여 FTA의 협상결과를 정부부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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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인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GCC
정부조달 시장을 진출할 때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FTA를 통해
서 제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

표 Ⅵ-3> GCC 6개국 정부조달 관련 법령

국가명

법령과 특징
◦ 사우디의 정부조달과 관련 적용되고 있는 법령은 2006년 9월 제정 정부입찰 및
사우디 조달법(Government Tenders and Procurement Law : 왕령 제 M/58호) 및
아라비아 2007.3.10. 제정된 동법 시행령(Implementing regulation of Government Tender
and Procurement Law : 재무부령 제362호)이 있음
◦ 연방 정부 조달 부문 참여시 UAE 자국민 참여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
어야 공공부문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토후국 및 프로젝트별로 물품, 서비스의
특수성에 따라 자국민 참여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또한 연방법 1975. 16호는 연방 정부의 조달 부문 입찰시에만 적용되며 토후국
발주 조달 부문 입찰시에는 각 지역별 법령에 따라 참가 회사 자격 조건 등이
별도로 적용됨
UAE ◦ 이에 따라 각 에미리트별로 자체 조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에미리트별
관련법에 의거 계약이 정부 조달 계약이 이루어짐
－ 아부다비 조달 관련법
∙ Rule No. 3 of 1977, Law No. 4 of 1977
∙ Law No. 20 of 2005(Law No. 4 of 1977 중 136조 개정)
－ 두바이 조달 관련법
∙ Law No. 6 of 1997
－ 1964년에 제정된 법률 No. 37, 즉 입찰법(Tender Law)이 정부 부처 및 각 국
영기업의 물품 및 용역(건설 포함) 조달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동
쿠웨이트 법률은 70년, 77년에 2차례 개정됨)
－ KD 500(약 US$ 17,500) 이상 모든 공공공사는 중앙입찰워원회(CTC)를 통해
입찰을 실시함
◦ 카타르는 연방차원의 정부 조달 관련 중앙집권적 조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No. (8) 1976 및 Law No. (10) 1990(Law No (8) 1976의 부분 개정)에
카타르 Law
의거하여 재정부 소속 Central Tenders Committee를 통해서 공공부문의 주요
입찰 부분을 주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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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정부 조달 부문 관련법으로는 Law No. (8) 1976, Law No. (10) 1980,
Law No. (9) 1981, Law No. (10) 1990이 있음
◦ Law No (8) 1976에 의거 재정부 소속 중앙 입찰 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
며 동 중앙 입찰 위원회는 입찰서 접수, 입찰서 개봉, 낙찰자 결정 등 입찰 및
발주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 및 기준을 마련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총괄적 기구
역할 수행
◦ 오만정부는 1984년 공표된 “Government Tender Regulations and System(Royal
Decree No 86/84)”에 정부조달의 일반적인 절차내용 규정
◦
규정에 의거하여 부, 청, 국, 공사, 정부기업 또는 정부 보유지분 51% 이상
오만 동인 회사의
RO100,000(약 US$ 265,000) 이상 물자 및 서비스는 입찰(자체 입찰
위원회)을 통해서 조달하여야 하며, 조달금액이 RO 250,000 (약 US$ 662,500)
상회할 시는 입찰청(Tender Board, http: www.tenderboard.gov.om) 이 대행
◦ 2002.10월 바레인 정부는 정부 조달 부문의 투명성 제고 및 관료주의 해소를
위해 정부 입찰 및 구매법인 Legislative Decree No. 36/2002 및 동 정부 입찰
및 구매법의 시행령 Decree No. 37/2002을 통해 정부 조달 및 입찰 관련법을
정비
바레인 － 새롭게
예전 정부 입찰의 관행상 가격 및 기술력 외의 요소가 낙찰시 고려 조건이 되
는 등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상기 정부 입찰 구매법을 통해 정부
조달 분야에 있어 사적 이익 취득 금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찰 실시, 정부
조달 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함
자료 : GCC 각국 정부부처 홈페이지, 영어로 작성된 자료 기준

GCC 건설서비스 시장은 한국 건설업체의 유망한 시장이며 개척할
가치가 충분히 있으므로 한국은 한-GCC FTA를 통하여 정부조달
분야, 특히 건설서비스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한국 건설업
체들은 GCC 국가들의 정부조달 건설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자 노력
하고 있지만 스폰서 제도, 고용제도 등 각종 시장장벽은 한국업체들
의 시장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FTA를 통하여 시장장벽을
제거할 수 있으면 한국 건설업체들의 시장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다. 특히 FTA를 통하여 한국업체들에게만 차별적으로 GCC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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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장벽을 제거하면 제3국가의 건설업체들과의 경쟁에서 한국업체
들이 유리할 것이다.
만약 한국이 한-GCC FTA를 통하여 정부조달 시장을 상호 개방
하면 단점도 있다. GCC 업체들이 한국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지방 중소 건설업체 보호정책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GCC 업체들이 한국업체들의 경쟁업체로 등장할 수 있다. 지방 중소
업체에 대한 영향은 제Ⅶ장에서 협상의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할 때
다루기로 한다. GCC 업체들의 한국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다지 염려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아직 GCC 건설업체들
은 해외시장에 진출할 충분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 국내외 건설업체
들의 견해이다. 만약 GCC 국가들이 한국 건설시장에 진출한다고 하
여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조달기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조달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Ⅶ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한국은 이미 WTO 정부조
달협정(GPA)에 가입하였으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조달은 이미 선
진국들의 업체들에게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따라서 GCC
업체들이 한국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적지만, 이미 한국시장에 참
여하고 있는 업체들보다 더욱 우수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한
-GCC FTA를 통하여 한국의 건설서비스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한다
고 하여도 GCC 업체들이 한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GCC FTA를 통해 한국의 실질적 GCC시장 진출 여
지는 크고 GCC의 한국시장 진출 여지는 적어, 만약 건설서비스 정
부조달에 대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분야는 한국에게
상당히 유리한 분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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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인 의무고용에 대한 FTA 활용방안
모든 GCC 국가들은 현지인 의무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다
수의 국가들은 법을 통하여 현지인을 총고용 중 10～35% 사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에 있어서 법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총고
용 중 10% 이상, 쿠웨이트는 2%, 카타르는 30%, 오만은 35%의 현
지인 고용의무를 건설업체들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바레인은 법에 규
정하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현지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UAE는 현지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파악되었다.
일부 현지 업체들에 의하면 스폰서들이 현지 노동자들을 구해주고
있다. 따라서 스폰서 제도와 현지 노동자 고용의무는 서로 얽힐 수
있다.
<표 Ⅵ-4>는 현지인 고용의무제도에 관련,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
을 정리하고 있다. <표 Ⅵ-5>는 가장 적극적으로 고용의무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쿠웨이트에서 건설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
서도 요구하고 있는 현지인 고용의무제도 비율을 정리하였다.
표 Ⅵ-4> 현지인 고용의무제도

<

국가명

내 용
의해 자국민을 75%이상 고용토록 의무화(불가능할 경
사우디 - 노동법에
우
노동부
장관이 비율조정 가능)
아라비아 - 건설업의 경우
10%, 제조업의 경우 30% 적용
UAE
- 일반적으로 자국민 채용 의무 없음
쿠웨이트 - 건설업 의무고용 비율은 2%로 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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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오만
바레인

-

강제 사항은 아니나 계약 내용상 권고 사항 또는 필수 사항
으로 명기 가능(수전력성 및 시청 발주공사에서는 규정상
Local Preference 적용)
대체적으로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현지인력 고용 및 현지자원
이용 30%을 명시
건설계약의 경우 약 35%의 오만인을 고용
노동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부처 규정으로 업종
별 의무 고용 비율을 책정 및 적용
금융업 50%, 물류 서비스업 20% 등

표 Ⅵ-5> 쿠웨이트 주요 민간업체들이 정부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자국민 의무채용 비율

<

Serial
1
2
3
4
5
6
7
8
9
10
11

Activity

농업, 수산업, 축업 (Agriculture-Fish/Animal Resources)
광업, 금채광 (Metal Extractions/Gold Mines)
산업전환 (Industrial Conversion)
석유화학업, 정유업 (Petrochemicals Industry/Refining)
건설업, 건설자재 (Construction-Building Materials)
식당, 식품업 (Restaurants-Food items)
물류, 유통업 (Logistics-Stores)
통신업 (Telecommunication)
은행업 (Banks (Other authorities related to Central Bank
of Kuwait))

금융업 (Financial firms)
보험업 (Insurance)

Percentage
(%)
2%
2%
9%
25%
2%
2%
4%
50%
50%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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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
15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호텔업 (Hotels)
병원 및 의료센터업 (Hospitals and Medical Centers)
여행 및 관광서비스업 (Travel & Tourism Offices)

2%
5%
10%
10%

표 Ⅵ-6> 기타 업종 (고용 100명 이상의 업체에 적용)

<

업종

Percentage (%)

Public Relation/Administrative Manager

100%

Personnel Manager

100%

Switch board operator

100%

Bank Exchanger

50%

Accountant

30%

Cashier Keeper

50%

Teller

50%

Receptionists

30%

Typists-Secretaries

50%

Legal Representative

50%

Salesman

10%

주1: 상기
기재되지는
라 일부규제사항은
기재하는 입찰
경우도공고서류에
있고 아닌모두경우도
있음 않으며 정부 부처에 따
2: 그러나 응찰자는 상기 규제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상기 규정위
반시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거나 자국민 채용이나 하청 등의 경우 위
반시 벌금 등의 사후 처벌이 주어짐

<표 Ⅵ-4>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지인 고용의무는 외국업체들에 대
한 차별적 의무가 아니라 국내업체들도 지켜야 하는 비차별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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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본다면 한국정부가 FTA협상을 통해 현지인
고용의무를 제거하거나 완화는 것은 스폰서 제도를 제거하거나 완화
하는 것보다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협상을 통하여 고용제도를 제거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은 있다
고 본다.
WTO 정부조달 협정이나 한-미FTA 등 한국이 체결한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정을 보면, 조달에 있어서 각 국가의 정부는 자격심사
또는 입찰과정에서 공급업체를 심사할 때 업체들에게 요구하는 조건
은 각 공급업체가 조달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법적, 상업적,
기술적, 금융적 여력에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 현지인 고
용조건은 조달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
로 현지인 고용조건의 폐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지인 고용제도가 GCC 국가들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
항이기 때문에 현지인 고용제도를 실제로 제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선책으로는 현지인 고용제도의 사용을 제
한시키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
가 체결한 NAFTA협정의 정부조달 분야를 보면 건설서비스 정부조
달에 있어서 멕시코는 현지인 고용조건을 입찰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지만, 정부가 현지인 고용조건을 의무화할 수 있는 조달의 건수,
그리고 조달 건들의 총 금액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멕
시코는 무조건 모든 입찰에 현지인 고용조건을 의무화할 수 없고,
오직 일정 비율의 조달에서만 고용조건을 의무화할 수 있는데, 차선
12) 스폰서 제도는 외국업체들에게만 적용하는 차별적인 대우이므로 FTA 정신에 원칙적으로 어긋난
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3) 미-바레인 FTA Article 9.7 1(a), 미-오만 FTA Article 9.7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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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한국은 이러한 고용조건의 제한을 FTA에서 추진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정부는 FTA 협상에서 만약 한국업체들이 고용한 현지인들
의 작업 성과가 기대 이하라면 현지인을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보
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일을 잘 못하는 현지인은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 대신 만약 현지인을 해고한다면
다른 현지인을 고용한다는 보장을 GCC 국가들에게 줄 수 있다. 해
고의 가능성을 하나의 채찍으로 사용하여 현지인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도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만약 스폰서가 현지인
노동자를 소개하였는데, 그 현지인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 해고당
하는 경우, 스폰서는 새 현지인 노동자를 구해주는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규정을 FTA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 노동자와 한국업체들간 마찰이 발
생할 수 있다. 또한 스폰서와 한국업체들간 현지 노동자 관련 문제
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
은 FTA협상에서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중재기관의 설립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현지인 고용제도는 스폰서 제도 다음으로 한국업체들이 가
장 큰 문제가 된다는 분야이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는 현지인 고
용제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예외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FTA는 상호개방의 원칙을 기본으로 함으로 GCC 국가들에게 현지
인 고용제도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경우, 한국도
유사한 조건을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GCC 건설업체들
이 한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취약하고 한국은 GCC와 같은 강력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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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현지인 의무 고용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협상의
결과도 한국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 입찰자격 제한에 대한 FTA 활용방안
일부 GCC 국가에서는 공급업체가 벤더(vendor)로 등록되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벤더 등록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스폰서
가 꼭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벤더 제도 외에도 입
찰청 사전등록제도나 PQ 심사제도에서 외국업체를 차별적으로 대우
할 수 있는데, <표 Ⅵ-7>에는 정부조달 참여시 입찰법상 차별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다.
<

표 Ⅵ-7> 정부조달 참여시 입찰법상 차별적, 또는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사항

국가명

밴더등록제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
사우디 지 않고, 발주기관별
아라비아 자체규정에 의하여
강제됨
발주 기관별로 자체
UAE
벤더 등록 및 PQ
심사 제도 운영 중
쿠웨이트 법에 규정됨

입찰청 사전 등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
지 않고, 발주기관별
자체규정에 의하여
강제됨
발주 기관별로 자체
벤더 등록 및 PQ
심사 제도 운영 중
법에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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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도
대형프로젝트
입찰시)
관련 규정을 찾기가
어려우나, 대형계약
의 PQ심사는 각 국
가별로 일반적인 사
항임
발주 기관별로 자체
벤더 등록 및 PQ
심사 제도 운영 중
법에 규정됨
PQ
(

발주 기관별로 자체
카타르 벤더 등록 및 PQ
심사 제도 운영 중
별도 입찰법에 규정
하고 있지 않으나
오만 발주처별로 벤더등
록요건을 규정하여
시행
발주 기관별로 자체
바레인 벤더 등록 및 PQ 심
사 제도 운영 중

발주 기관별로 자체
벤더 등록 및 PQ
심사 제도 운영 중
입찰청 사전등록(로
컬tender), 자국산
가격우대정책, 입찰
보증금, 에이전트 등
발주 기관별로 자체
벤더 등록 및 PQ 심
사 제도 운영 중

발주 기관별로 자체
벤더 등록 및 PQ
심사 제도 운영 중
입찰법에 별도규정
을 두고 있지 않으
나 필요시 시행
발주 기관별로 자체
벤더 등록 및 PQ 심
사 제도 운영 중

한국은 FTA를 통하여 벤더등록제도, 입찰청 사전등록제도 및 PQ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차별적 대우를 완화시킬 수 있다. 미-바
레인 FTA와 미-오만 FTA에는 상설자격심사합격자 목록(multi-use
list)을 유지하는 경우, 이 때 자격을 심사하거나 목록을 유지하는 방
법에 있어서 각종 투명성 조건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 벤더 목
록도 일종의 상설자격심사합격자 목록이므로, 벤더의 등록과정도
multi-use list와 같은 절차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을 한
-GCC FTA에 구체적으로 삽입하거나 암시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GCC 국가 외에도 다수의 국가들이 정부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
급하고 싶은 업체들에 대해서 벤더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PQ 심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도 일부 구매조달에 있어서는
공급업체들에 대해서 PQ 심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WTO GPA
가입국으로 PQ 심사에 있어서 각종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실행하고 있다. 반면, GCC 국가들은 GPA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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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기 때문에 벤더 등록이나 PQ 심사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보장할 의무가 없고, 이는 한국업체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
황이라고 볼 수 있다14).
정부조달 절차에 대한 투명성 조건은 GPA와 각종 FTA의 정부조
달 부문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한-GCC FTA를 통
하여 GCC 국가들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수 있다. 한국
은 이미 WTO GPA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정성과 투명
성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 분야도 역시 한국에
게 유리한 분야가 될 것이다.

라. 자국산 우대제도에 대한 FTA 활용방안
GCC 국가들은 건설서비스 정부조달에 있어서 자국업체나 자국민
이 유리하도록 각종 특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제도는 국산품 특혜제도, 자격심사를 할 때 심사과정에서 인정
하는 실적에 대한 문제, 조달 발주자가 인정하는 은행보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조달의 대가로 외국공급자에게 투자, 수출이나 기술이
전을 요구하는 오프셋 제도이다.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보다는 덜 심
각하지만, 한국업체들이 GCC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들도 애초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WTO GPA 가입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품이나 자국
민 특혜제도의 종류와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또한, 한국은
14) 싱가포르-GCC FTA에 PQ와 벤더 제도에 대한 투명성 조건이 포함된다면 GCC 국내 제도의 개
선이 필요할 것이므로 한국업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완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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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부조달 시장진출을 위해서 일부 FTA에서 자격심사시 자국
뿐만이 아니라 상대국에서의 실적을 인정하자는 조건을 포함시킨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은 국내업체들의 시장개방 기회를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 이미 GPA와 FTA를 통하여 국내업체 우대정책을 이미 제한
하였다. 반면 GCC 국가들은 자국산 우대정책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
으므로 따라서 역시 한-GCC FTA를 통하여 자국산 우대정책을 제
한하면 이는 한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1)

국산품 특혜(local preference)제도

현재 미-바레인 FTA나 미-오만 FTA에서는 국산품 사용을 구체
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이
체결한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정이나 미-바레인 FTA, 미-오만 FTA
에서는 정부조달 입찰에 있어서 불필요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
지하고 있는데, 국산품 사용조건은 이러한 불필요한 조건 중 하나라
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FTA는 국산품 사용조건을 완화하는 데
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Ⅵ-8> 국내산 특례(국내산 가격우대, 국내산 의무조달(국내
업체에 하청)) 제도

<

국가명 제도명
사우디 가격우대
아라비아

-

내용
2006.9. 정부입찰 및 조달법 개정전까지 자국산
제품에 대해 10% 가격우대
신규 조달법에는 동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현재
까지는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동 규정은 일반건설계약 및 유지보수계약 등 모든
공공사업에 적용하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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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우디 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함
- 정부령(Cabinet Decree No. 123, 1983.3.14) 및 시
(1984.8)에 의거 계약금액의 30%를 자국기
자국기업 행규칙
재계약(하청)
재계약(하청) - 업에
하청 대상이 되는 사우디 기업은 사우디 국민이
의무
100% 소유한 사우디 법인으로 한정됨(외국 현지법
인, 국내외합작투자기업은 제외)
가격우대 - 강제사항 없음
UAE 자국기업
- 강제 사항은 아니나 계약 내용상 권고 사항 또
재계약(하청) 는 필수 사항으로 명기 가능
가격우대 - 입찰법에는 국내산 10% 이내
쿠웨이트 자국기업
재계약(하청) - 법에 규정됨
회사 입찰 가격 10% 우대, GCC 회원국 회
가격우대 - 자국
사는 입찰 가격의 5%의 우대
카타르 자국기업
- 강제 사항은 아니나 계약 내용상 권고 사항 또
재계약(하청) 는 필수 사항으로 명기 가능
- 자국 회사 입찰 가격 10% 우대, GCC 회원국 회
사는 입찰 가격의 5%의 우대
가격우대 -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오만 현지기업(자본금
최대 70%)도 오만내 기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오만
동기업이 제조한 제품도 오만 국내산으로 인정
자국기업 - 현재 밝혀진 내용 없음.
재계약(하청)
회사 입찰 가격 10% 우대, GCC 회원국 회
가격우대 - 자국
사는 입찰 가격의 5%의 우대
바레인 자국기업
사항은 아니나 계약 내용상 권고 사항 또
재계약(하청) - 강제
는
필수
사항으로 명기 가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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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GCC 협정문에서는 국산품이나 국내 노동력 사용을 금
지하는 조항을 삽입하던지, 아니면 국산품, 국내 노동력의 사용을 의
무화하는 조달의 총규모를 엄격하게 제한시키는 조항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NAFTA의 정부조달 협정을 활용할 수 있다. NAFTA에서
멕시코 정부는 조달에서 현지 노동이나 국산품 사용의 의무화가 아
니라 이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매년 이러한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 조달의 건수와 규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미오만 FTA에서는 국산품 의무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

은행보증과 자격심사 실적인정

<표 Ⅵ-9>에서 보다시피 GCC 국가들은 건설업체를 심사할 때
자국 내의 공사만 실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표 Ⅵ-10>에
서 보다시피 건설 프로젝트에 있어서 은행보증을 요구할 때 자국의
주요 은행이나 한국의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보증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표 Ⅵ-9> 자국의 공사만 실적으로 인정

<

국가명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주요 내용
자국 공사실적만 인정
자국 공사실적만 인정
자국 공사실적만 인정
자국 공사실적만 인정
자국 공사실적만 인정
자국 공사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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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사항

<

표 Ⅵ-10> 입찰보증금 관련

국가명

주요 내용

사우디
아라비아

국내은행 발행만 인정

UAE

국내은행 발행만 인정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필요사항
정부입찰 및 조달법 제34조에 의거 자
국은행발행 보증서 또는 국내은행을 통
해 제출된 외국은행 보증서만을 인정하
고 있음. 즉, 외국은행 발행보증서의 경
우에도 국내은행을 경유토록 하고 있음
관련법(ministerial decision no.20 of
2000 32조항)에 의거 UAE내에서 발행
된 건만 인정
입찰법(Tender Law)에 규정됨.
강제 사항은 아니나 계약 내용상 권고
사항 또는 필수 사항으로 명기 가능

국내은행 발행만 인정
국내은행 발행만 인정
국내은행 발행만 인정
사항은 아니나 계약 내용상 권고
국내은행 발행만 인정 강제
사항 또는 필수 사항으로 명기 가능

현재 미-바레인 FTA와 미-오만 FTA에서는 공급업체의 자격을
심사할 때 자국내의 경험만을 인정하는 제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
급업체의 범세계적 실적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5). 한미FTA
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상대국 내의 실적을 서로 인정해 주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GCC가 FTA를 맺고, 여기에 미-바레인
FTA 협정문이나 미-오만 FTA의 협정문을 그대로 도입한다면 자국
의 실적만 인정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15) 미-바레인 FTA Article 9.7 1(b), 미-오만 FTA Article 9.7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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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국의 은행이나 한국의 국책은행만의 보증을 인정하는 행
위에 대해서는 현재 미-바레인 FTA와 미-오만 FTA 협정문에서 이
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한-GCC FTA에서는
자격심사를 다루는 부분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양국의 금융기관을
상호인정해 준다는 조건을 삽입해야 할 것이다. 즉, 서로 보증을 인
정하겠다고 합의한 한국과 GCC의 민간은행 목록을 마련하는 것이
다. 또한, FTA 서비스 chapter의 건설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러한 상
호 은행인정조건을 삽입할 수 있을 것이다.
3)

오프셋(offset) 제도

정부조달에서 오프셋 제도란 국산품 사용의무, 기술 라이센스 (이
전), 투자조건, 역수출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지방개발이나 경상수지
개선을 장려하는 조치를 의미한다16). 개도국의 정부조달에서는 경제
개발을 빌미로 이러한 오프셋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외국
업체들의 참여에 장벽을 세워 외국업체의 비용을 높이고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수요자인 조달기관의 입장에서는 경쟁도를 낮추
어 조달비용을 높이고, 기술이전이나 국산품 사용 의무로 조달하는
물품이나 건설물의 품질을 낮추기도 한다. 따라서 WTO GPA에서는
일반적으로 오프셋 제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GPA 가입
시 오프셋을 사용하겠다고 협상한 개도국에 한해서만 오프셋을 허용
하고 있다.
GCC 국가들의 경우, <표 Ⅵ-11>에서 보다시피 아직 오프셋 제도
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건설업체의 GCC 정부조달
16) GPA Footnot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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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출 장벽이 될 수 있다. GCC 국가는 절충교역을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절충교역제도는 방산,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주요
정부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보상, 투자하도록 하는 오프셋 제도이다.
<

표 Ⅵ-11> GCC 국가들의 정부조달 오프셋 제도

국가명 제도명

사우디
아라비아 절충교역

UAE

절충교역

쿠웨이트 절충교역
카타르 절충교역
오만 절충교역
바레인 절충교역

내
용
-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절충교역(Offset) 제도는 방산,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주요 정부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보상 투자토록 하는
제도임
- 일반적인 절충교역의 요구조건은 약 10년에 걸쳐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투자해야 함. 계약금액 중 Technical Value의
25-35%(방산 물자 및 관련 서비스는 통상 35%)를 의무적으
로 보상투자(Offset)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건설비, 인건비 및 사우디 국내 구매분은 제외함
- 국방 조달 관련 일정 금액 이상 계약시 절충 교역 적용
(담당 기관 : UAE Offset Program Bureau)
- UAE는 2차 걸프전 이후 국방분야의 현대화 필요성이 대
두되었고 이와 동시에 UAE 내수 경기 진작을 도모해야한
다는 취지하에 1992년 이후 절충교역 제도 도입
- 절충교역 계약시 합작 회사를 설립해야하며 UAE 상법에
의거 외국계 회사의 설립시 회사 지분의 최대 49%까지
외국인(나머지 51% 지분은 UAE 자국민이 소유)이 소유
할 수 있으며 이는 절충교역 제도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 절충교역 제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KD100만(약 330만 달러) 이상
의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 업체에 대하여 계약금
액의 30%를 쿠웨이트에 투자하도록 하는 Offset Program을
1992년부터 시행
- 관련 법규 확인 불가
-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련 법규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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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지 고용인 사용의무나 국산품 사용의무와 같이 가능하면
오프셋 제도의 사용을 한-GCC FTA에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만약 금지할 수 없으면, 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시키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GCC 정부기관이 오프셋 제도를 의무화하는 경우, 해
외 공급업체들에게 요구할 조건들을 사전에 입찰서류를 통하여 명확
히 밝히게 하는 투명성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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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정책 제언
1.

스폰서 제도 관련 지원방안

GCC 지역에 진출했거나 신규 진출을 추진해 온 기업들은 스폰서
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초기에 겪었던 주요 애로사항의 하나
로 정보 부족을 거론하였다. 스폰서 제도와 관련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80%는 현지 조사 과정에서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지 못했던 점을 주요 애로요인의 하나로 꼽았다. 스폰서를 선정한
이후에도 스폰서의 역할이 불만족스러웠으며 또한 스폰서를 변경하
는 것도 고려했었다고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절반 정도가 밝혔다.
이와 같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GCC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추진하
고 있는 기업들의 상당수는 초기에는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부적합한 스폰서와 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사업 수행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있거나 또는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비도덕적․비양심적 스폰서와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
우 공사정보 수집 및 입찰 단계는 물론 계약체결 및 시공 활동 등의
거의 전 사업활동 단계에서 기업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문제는 비교적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신규 진출하는 입장이
어서 현지 상황을 잘 모르는 대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비해 조직과
자금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열세인 중소기업 모두에게 있어서 현지조
사 및 스폰서 대상자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 등의 초기 업무수행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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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많은 비용이 유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초기에 스폰서 제도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정보만 제공해 주더라도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부분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주재국 공관을 활용
하여 평판이 좋지 않은 현지인 스폰서와 현지인 또는 교민 등의 브
로커 정보를 리스트화하는 것이다. 물론 검증 절차나 공정성 등의
어려움과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관에 직접 관련 애로사항을 호
소한 사례나 공관 자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정
리한 후 동 건에 대해 문의하려고 공관을 방문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업들이 초기에 스
폰서 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담당기관을 접촉하는 데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와 담당기관을 소개하는 안
내자료를 구비,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해당
국 정부에 스폰서를 양성화하는 방안과 외국기업 및 외국인 대상의
전용 상담창구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경우 관련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한 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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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 및 스폰서 제도에 대한 FTA 협상 전략

가. 스폰서 제도에 대한 FTA 협상 전략
1) FTA 전략
한국업체의 입장에서는 스폰서 의무사용 제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이 맺은 국제협
정과 오만과 바레인이 맺은 FTA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오히려 GCC
국가들보다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면이 있어 한국이 스폰서 의무사용
제도의 완전 제거를 성공적으로 요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한국정부
는 한-GCC FTA 협상에서 스폰서 의무사용 제도의 제거 또는 약화
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한-GCC FTA에는 다음 전략을 권장한다.
[옵션 1] 스폰서 의무사용 제도의 완전 철회를 요구
스폰서 의무사용 제도는 외국업체들에게만 요구하는 제도이며 외
국업체들에게 상당한 비용의 부담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외국업체
들에게 차별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스폰서 의무사용 제도는 FTA의
기본 원칙인 비차별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정부조달 건설서비스 시
장의 경우, 스폰서 제도가 결과물의 품질을 보장한다거나 향상시켜
준다는 근거가 취약하므로 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공급업체들에게 꼭
요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한-GCC
FTA 협상의 초기 단계에서 한국정부는 스폰서 의무사용 제도의 완
전 철회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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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2] 스폰서 의무사용 제도의 투명화 및 사용의 제한을 요구한
다. 특히 옴버즈먼의 도입을 요구
한국업체들의 GCC 정부조달 서비스 시장진출에 있어서 스폰서 의
무사용 제도를 완전히 체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GCC 국가
들에게 스폰서 사용제도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스폰서 사용제도가 제거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따라
서 GCC 정부는 스폰서 의무사용 제도를 제거하기 보다는 정부조달
분야를 FTA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정부조달 분야를 FTA에 포함시키는 것이 한국업체
들에게 그래도 도움 될 것이기 때문에 스폰서 의무사용 제도의 제거
가 불가능하다면 스폰서 의무사용 제도의 완화를 협상에서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업체와 스폰서 사이의 분쟁을 원
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옴버즈먼 제도 또는 중재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옴버즈먼의 주요 임무는 한국업체와 현지 스폰서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 문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중재한다. 한
국업체가 스폰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옴버즈먼을 통하여 스
폰서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게 하여 한국업체가 더욱 만족스러운 새
로운 스폰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7). 스폰서는 자기를 고
용한 업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 번 스폰서를 잘
못 고용하면 새로운 스폰서를 고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년동안
17) 비록 스폰서 제도에 대해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한국에서는 FDI(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
해서 외국업체가 국내법령이나 규제에 대한 문제를 겪을 때, 또는 외국투자자들과 국내업체들과
의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하고 외국투자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해답을 찾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옴버즈먼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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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고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폰서가 업체를 위해서 만족하게
일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옴버즈먼
제도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또한 스폰서 제도의 사용을 대규모 사업에만 제한하도록 하거나,
GCC 국가들의 총 조달 중 일정 비율에만 스폰서 의무사용제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스폰서 의무사용 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2)

정부의 기업지원 전략

정부는 한국업체와 좋은 관계를 가진 스폰서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다. 즉, GCC 국가들의 한국 대사관이나 KOTRA, 또는
해외건설협회가 GCC에 진출한 한국업체와 외국업체들을 조사하여
호평이 좋은 스폰서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이름을 수집하여 GCC 정
부조달 건설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한국업체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제
공해 주는 것이다. 가능하면 현지 신용평가기관을 활용하여 권장 받
은 스폰서들의 상태를 확인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만약 GCC 건설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있으면, 이들이 좋은 스폰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현지 신용평가기관
을 통해 스폰서를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스폰서 리테이너(retainer) 제도도 고려할 수 있다. 정부(또
는 KOTRA나 해외건설협회)가 현지 스폰서를 선정하고, GCC 시장
에 진출하는 건설업체가 적합한 스폰서를 찾지 못하면 이 스폰서를
권장해 주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이 스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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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간접적으로 보장해 주는 셈인데, 만약 진출업체가 더욱 좋은
스폰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나름대로 스폰서를 찾도
록 하고, 스폰서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만 선
정한 스폰서를 권장하도록 한다.
3)

기업의 전략

기업의 입장에서 스폰서 의무사용 제도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GCC 시장에 진출하기 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스폰서를 선정할 때
그 스폰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현재 관례에 따르면 스
폰서를 쉽게 바꿀 수 없으므로 스폰서를 잘못 선정하면 기업은 수년
동안 고생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하게 다른 업체들에게만
물어보는 것보다는 돈을 투자하여 현지 신용있는 신용평가기관을 고
용하여 스폰서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기업차원에서는 GCC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서 현지에 적합한 경영 스타일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즉, 정부가 아
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여도 한국식 또는 서양식으로 GCC 국가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스폰서와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아랍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의 경험을 들어
보면 아랍국가에서는 한국, 또는 서양국가보다는 대인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신뢰를 쌓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이 좋은 일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대
가)를 지급하는 것이다18). 따라서 한국에서보다는 상대들과 더욱 친
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8) 공무원이나 스폰서에게 뇌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단순하게 감사의 뜻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스폰서의 경우, 소액의 보너스를 지급해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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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인 의무고용에 대한 FTA 협상 전략
1) FTA

전략

[옵션 1] FTA 협상에서 현지인 고용제도의 완전 철폐를 요구
일단 협상의 초기 단계에서는 현지인 고용제도의 철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WTO 정부조달 협정이나 한미FTA 등 한국이 체결한 정
부조달 시장개방 협정을 보면 조달에 있어서 각 국가의 정부는 자격
심사 또는 입찰과정에서 공급업체를 심사할 때 업체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각 공급업체가 조달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법적, 상
업적, 기술적, 금융적 조건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
현지인 고용조건은 이러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현지인
고용조건은 조달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로 현지인 고용조건의 폐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GCC 국가들이 현지인 고용제도를 쉽게 폐
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옵션 2] FTA 협상에서 현지인 고용제도 사용을 제한하고 현지인
고용제도에 융통성을 부여하도록 함. 또한 현지 노동자와
고용주인 한국업체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재기관의
설립을 추진함.
현지인 고용제도가 GCC 국가들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인 고용제도의 폐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 따라
서 차선책으로는 현지인 고용제도의 사용을 제한시키는 방법을 고려
19) 미-바레인 FTA Article 9.7 1(a), 미-오만 FTA Article 9.7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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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옵션 1이 실패하면 NAFTA협정의 정부조달
분야와 같이 정부가 현지인 고용조건을 의무화할 수 있는 조달의 건
수, 그리고 매년 고용조건을 의무화할 수 있는 조달 건들의 총 금액
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FTA 협상에서 만약 한국업체들이 고용한 현지인들
의 작업 성과가 기대 이하라면 현지인을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보
장, 즉 일을 잘 못하는 현지인은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
아야 할 것이다. 그 대신 현지인을 해고하면 다른 현지인을 고용한
다는 보장을 GCC 국가들에게 줄 수 있다. 스폰서를 통하여 현지인
을 소개받은 경우, 스폰서는 의무적으로 다른 현지인을 구해 줄 의
무를 가지도록 한다.
현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 노동자와 한국업체들간 마찰이 발
생할 수 있다. 또한 스폰서를 통하여 현지인을 소개받은 경우, 스폰
서가 새로운 현지인을 구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은 FTA협상에서 중립적이며 객관
적인 중재기관의 설립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정부의 기업지원 전략

스폰서들이 현지 노동자들을 소개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FTA를 통하여 옴버즈먼 제도를 설립하고, 평
가가 좋은 스폰서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세우고 중소기업들이 스폰서
들의 배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지 신용평가회사를 고용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한국업체들이 좋은 스폰서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업체들이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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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노동자를 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기업의 전략

현지 노동자를 대우하는 데에 있어서 역시 한국에서 노동자를 대
우하는 방법과 GCC 국가에서 노동자를 대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스폰서와 현지 감독
자(supervisor)를 구하면 현지 노동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현지인 우대 제도에 대한 FTA 협상 전략
본 절에서는 스폰서 의무사용이나 현지인 고용제도 외에 정부조달
건설서비스 시장장벽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한-GCC FTA 협상에 어
떠한 전략을 취해야 할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전략

외국업체가 일부 GCC 국가들의 건설서비스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
하기 위해서는 벤더로 등록되어야 하거나, 입찰청에 사전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벤더등록제도나 벤더등록목
록은 GPA와 미-바레인 FTA, 미-오만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
설자격심사합격자목록(multi-use list)과 유사한 점이 많다. 따라서
벤더등록과정과 벤더목록유지 과정에 있어서 multi-use list와 같은
투명성 규정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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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제도에도 역시 GPA와 미-바레인 FTA, 미-오만 FTA에
서 공급업체의 자격을 심사하는 데에 요구하는 각종 투명성 및 비차
별조건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자국산 우대에 대한 전략

국산품 가격우대, 자국기업 재계약(하청)의 의무, 국내산 의무조달
등 국내산 특혜제도는 한-GCC FTA를 통해 한국업체에 대해서는
철폐시키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미-오만 FTA에서는 국내산 의
무제도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만약 국내산 특혜제도의 철폐가 불가
능한 경우, 이러한 국내산 특혜제도의 사용을 한국업체에 대해서 감
소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즉, 자국기업 재계약 의무에서 재계
약해야 하는 금액이나 비율, 그리고 국내산 의무조달 금액이나 비율
을 낮추게 하는 방법이다.
3)

오프셋 제도에 대한 전략

절충교역과 같은 오프셋 제도에 대하여 WTO GPA에서는 오프셋
제도의 사용을 원칙적으로는 불허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도 오프셋 제도를 협상에서 제거할 수 없으면 오프셋 제도를 사
용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4)

그 외 전략

가) 은행보증에 대한 전략
한-GCC FTA 협상에서 자국의 은행이나 한국의 국책은행만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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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양국의 금융기
관을 상호인정해 준다는 조건을 삽입해야 할 것이다. 즉, 서로 보증
을 인정하겠다고 합의한 한국과 GCC의 민간은행 목록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 자격심사 실적 인정에 대한 전략
현재 미-바레인 FTA와 미-오만 FTA에서는 공급업체의 자격을
심사할 때 자국내의 경험만을 인정하는 제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
급업체의 범세계적 실적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 한미FTA
(안)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상대국 내의 실적을 서로 인정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GCC가 FTA를 맺고, 여기에 미-바레
인 FTA 협정문이나 미-오만 FTA의 협정문을 그대로 도입한다면
자국의 실적만 인정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20) 미-바레인 FTA Article 9.7 1(b), 미-오만 FTA Article 9.7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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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미 - 오만 FTA 협정문 (정부조달분야)
GOVERNMENT PROCUREMENT
ARTICLE 9.1: SCOPE AND COVERAGE
Application of Chapter
1. This Chapter applies to any measure regarding covered procurement.
2.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covered procurement means a procurement of
goods, services, or both:
(a) by any contractual means, including purchase, rental, or lease, with or
without an option to buy; build-operate-transfer contracts; and public works
concessions contracts;
(b) for which the value, as estim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6 and 7,
as appropriate, equals or exceeds the relevant threshold specified in Annex 9;
(c) that is conducted by a procuring entity; and
(d) that is not excluded from coverage by this Agreement.
3. For greater certainty relating to the procurement of digital products as
defined in Article 14.5 (Definitions):
(a) covered procurement includes the procurement of digital products; and
(b) no provision of any other Chapter shall be construed as imposing
obligations on a Party with respect to the procurement of digital products.
4.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a) non-contractual agreements or any form of assistance that a Party 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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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enterprise provides, including grants, loans, equity infusions, fiscal
incentives,

subsidies,

guarantees,

cooperative

agreements,

and

government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to persons or to state,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b) purchases funded by international grants, loans, or other international
assistance, where the provision of such assistance is subject to conditions
inconsistent with this Chapter;
(c) acquisition of fiscal agency or depository services, liquidation and
management

services

for

regulat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sale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government debt;
(d) procurement for the direct purpose of providing foreign assistance; and
(e) procurement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Party for consumption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procuring Party.
Compliance
5.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procuring entities comply with this Chapter
in conducting covered procurement. 9-2
Valuation
6. In estimating the value of a procurement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whether it is a covered procurement, a procuring entity shall:
(a) neither divide a procurement into separate procurements nor use a
particular method for estimating the value of the procurement for the purpose
of avoiding the application of this Chapter;
(b) take into account all forms of remuneration, including any premiums, fees,
commissions, interest, other revenue streams that may be provided for under
the contract and, where the procurement provides for the possibility of option
clauses, the total maximum value of the procurement, inclusive of optional
purchas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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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6, where the procurement is to be
conducted in multiple parts, with contracts to be awarded at the same time or
over a given period to one or more suppliers, base its calculation of the total
maximum value of the procurement over its entire duration.
7. In the case of procurement by lease or rental or procurement that does not
specify a total price, the basis for estimating the value of the procurement
shall be, with respect to:
(a) a fixed-term contract,
(i) where the term is 12 months or less, the total estimated contract value for
the contract’s duration; or
(ii) where the term exceeds 12 months, the total estimated contract value,
including the estimated residual value; or
(b) a contract for an indefinite period, the estimated monthly installment
multiplied by 48. Where there is doubt as to whether the contract is to be a
fixed-term contract, a procuring entity shall use the basis for estimating the
value of the procurement described in this subparagraph.
ARTICLE 9.2: GENERAL PRINCIPLES
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1. With respect to any measure covered by this Chapter, each Party, including
its procuring entities, shall accord unconditionally to the goods and services of
the other Party and to th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offering the goods or
services of a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e most favorable
treatment the Party or the procuring entity accords to domestic goods, services,
and suppliers.
2. A procuring entity of a Party may not:
(a) treat a locally established supplier less favorably than another lo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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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supplier on the basis of degree of foreign affiliation or ownership;
nor
(b) discriminate against a locally established supplier on the basis that the
goods or services offered by that supplier for a particular procurement are
good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9-3
Rules of Origin
3. For purposes of procurement covered by this Chapter, neither Party may
apply rules of origin to goods imported from the other Party that are different
from the rules of origin the Party applies in the normal course of trade to
imports of the same goods from the other Party.
Offsets
4. A procuring entity may not seek, take account of, impose, or enforce
offsets in the qualification and selection of suppliers, goods, or services, in the
evaluation of tenders or in the award of contracts, before or in the course of
a covered procurement.
Measures Not Specific to Procurement
5. Paragraphs 1 and 2 do not apply to customs duties and charges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the method of levying
such duties and charges, other import regulations or formalities, and measures
affecting trade in services other than measures governing covered procurement.
ARTICLE 9.3: PUBLICATION OF PROCUREMENT MEASURES
1. Each Party shall promptly publish laws, regulations, judicial decisions,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and procedures regarding covered
procurement, and any changes to such measures, in officially designated
electronic or paper media that are widely disseminated and remain readily
accessible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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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ch Party shall,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promptly provide an
explanation relating to any such measure to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9.4: PUBLICATION OF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AND
NOTICE OF PLANNED PROCUREMENT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1. For each covered procurement, a procuring entity shall publish a notice
inviting

interested

suppliers

to

submit

tenders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or, where appropriate, applications for participation in the
procurement. The notice shall be published in an electronic or paper medium
that is widely disseminated and readily accessible to the public for the entire
period established for tendering.
2. A procuring entity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each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rocuring entity and other information
necessary to contact the procuring entity and obtain all relevant documents
relating to the procurement;
(b) a description of the procurement, including the nature, scope, and, where
quantifiable, the quantity of the goods or services to be procured and an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c) the time frame for the delivery of goods or services;
(d) the procurement method that will be used;
(e) the address and the time limit for the submission of tenders and, where
appropriate,

any

time

limit

for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participation in a procurement; and 9-4
(f) an indication that the procurement is covered by this Chapter.
Notice of Planned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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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3. Each Party shall encourage its procuring entities to publish as early as
possible in each fiscal year a notice regarding the procuring entity’s
procurement plans. The notice should include the subject matter of any
planned procurement and the estimated date of the publication of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Where the notice is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9.5.2(a), a procuring entity may apply Article 9.5.3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shorter time limits for tendering for covered procurements.
ARTICLE 9.5: TIME LIMITS FOR TENDERING PROCESS
1. A procuring entity shall prescribe time limits for tendering that allow
suppliers sufficient time to prepare and submit responsive tenders,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and complexity of the procurement.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s 2 and 3, a procuring entity shall provide no less than 40 day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of a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to the
deadline for submission of tenders.
2.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procuring entity may establish a time
limit for tendering that is less than 40 days, provided that such time limit is
sufficiently long to enable suppliers to prepare and submit responsive tenders
and is in no case less than 10 days:
(a) where the procuring entity has published a separate notice, including a
notice of planned procurement under Article 9.4.3, at least 40 days and not
more than 12 months in advance, and such separate notice contains a
description of the procurement; the time limits for the submission of tenders
or, where appropriate, applications for participation in a procurement; and the
address from which documents relating to the procurement may be obtained;
(b) where the entity procures commercial goods or services, except that the
entity may not rely on this provision if it requires suppliers to satis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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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for participation; or
(c) in duly substantiated cases of extreme urgency brought about by events
unforeseeable by the procuring entity, such that a 40-day deadline would result
in serious adverse consequences to the procuring entity or the relevant Party.
3. When a procuring entity publishes a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9.4 in an electronic medium, the procuring entity may
reduce the time limit for submission of a tender or an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in a procurement by up to five days. In no case shall the
procuring entity reduce the time limit to less than 1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is published.
4. A procuring entity shall require all participating suppliers to submit tenders
in accordance with a common deadline. For greater certainty, this requirement
also applies where:
(a) as a result of a need to amend information provided to suppliers during
the procurement process, the procuring entity extends the time limit for
qualification or tendering procedures; or
(b) negotiations are concluded and the procuring entity permits suppliers to
submit new tenders. 9-5
ARTICLE 9.6: INFORMATION ON INTENDED PROCUREMENTS
Tender Documentation
1. A procuring entity shall provide to interested suppliers tender documentation
that includes all information necessary to permit suppliers to prepare and
submit responsive tenders. Unless already provided in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such documentation shall include a complete description of:
(a) the procurement, including the nature, scope and, where quantifiable, the
quantity of the goods or services to be procured and any requirement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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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filled, including any technical specific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 plans,
drawings, or instructional materials;
(b) an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cluding

any

financial guarantees,

information, and documents that suppliers are required to submit;
(c) all criteria to be considered in the awarding of the contract,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such criteria;
(d) the date, time, and place for the opening of tenders; and
(e) any other terms or conditions, including terms of payment relating to the
procurement.
2. A procuring entity shall promptly:
(a) provide, on request, the tender documentation to a supplier participating in
the procurement; and
(b) reply to any reasonable request for relevant information by a supplier
participating in the covered procurement, provided that such information does
not give that supplier an advantage over its competitors in the procurement.
Technical Specifications
3. A procuring entity may not prepare, adopt, or apply any technical
specification or prescribe any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with the
purpose or the effect of creating unnecessary obstacles to trade between the
Parties.
4. In prescribing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the good or service being
procured, a procuring entity shall:
(a) specify the technical specification, wherever appropriate, in terms of
performance and functional requirements, rather than design or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nd
(b) base the technical specificat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where such exist
and are applicable to the procuring entity, except where the use of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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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tandard would fail to meet the procuring entity’s program
requirements or would impose more burdens than the use of a recognized
national standard.
5. A procuring entity may not prescribe technical specifications that require or
refer to a particular trademark or trade name, patent, copyright, design or type,
specific origin, producer, or supplier, unless there is no other sufficiently
precise or intelligible way of describing the procurement requirements and
provided that, in such cases, words such as “or equivalent” are includ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9-6
6. A procuring entity may not seek or accept, in a manner that would have
the effect of precluding competition, advice that may be used in the
preparation or adoption of any technical specification for a specific covered
procurement from a person that may have a commercial interest in the
procurement.
7. For greater certainty,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to preclude a procuring
entity from preparing, adopting, or applying technical specifications to promote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or to protect the environment.
Modifications
8. If, during the course of covered procurement, a procuring entity modifies
the

criteria

or

technical

requirements

set

out

in

a

notice

or

tender

documentation provided to participating suppliers, or amends or reissues a
notice or tender documentation, it shall transmit all such modifications or
amended or re-issued notice or tender documentation:
(a) to all the suppliers that are participating at the time the information is
amended, if known, and in all other cases, in the same manner as the original
information; and
(b) in adequate time to allow such suppliers to modify and re-submit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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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rs, as appropriate.
ARTICLE 9.7: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General Requirements
1. Where a procuring entity of a Party requires suppliers to satisf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the entity shall, subject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hapter:
(a) limit an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 a covered procurement to those
that are essential to ensure that a supplier has the legal, commercial, technical,
and financial abilities to fulfill the requirements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of
the procurement;
(b) evaluate the financial, commercial, and technical abilities of a supplier on
the basis of its global business activities, including both its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s well as its activities, if any,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conducting the procurement, and may not impose the condition that,
in order for a supplier to participate in a covered procurement, the supplier
has previously been awarded one or more contracts by a procuring entity of
that Party or that the supplier has prior work experience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c) base its determination of whether a supplier has satisfied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solely on the conditions that the procuring entity has specified in
advance in notices or tender documentation; and
(d) allow all suppliers that satisfy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curement.
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clude a procuring entity from excluding a
supplier from a procurement on grounds such as:
(a)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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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alse declarations; or 9-7
(c) significant deficiencies in performance of any substantive requirement or
obligation under a prior contract.
3. Where a procuring entity requires suppliers to satisf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the entity shall publish a notice inviting suppliers to apply for
participation. The entity shall publish the notice sufficiently in advance to
provide interested suppliers adequate time to prepare and submit responsive
applications and for the entity to evaluate and make its determination based on
such applications.
Multi-Use Lists
4. A procuring entity may establish a multi-use list provided that the entity
annually publishes in a paper or electronic medium, or otherwise makes
available continuously in electronic form, a notice inviting interested suppliers
to apply for inclusion on the list. The notice shall include:
(a) a description of the goods or services that may be procured using the list;
(b)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to be satisfied by suppliers and the methods
that the procuring entity will use to verify a supplier’s satisfaction of the
conditions;
(c)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rocuring entity and other information
necessary to contact the entity and obtain all relevant documents relating to
the list;
(d) the date on which use of the list will terminate, or where a date is not
provided, an indication of the method by which advance notice will be given
of the termination of use of the list;
(e) any deadlines for submission of applications for inclusion on the list; and
(f) an indication that the list may be used for procurement covered by this
Chapter.

- 293 -

5. A procuring entity that maintains a multi-use list shall allow suppliers to
apply at any time for inclusion on the list and shall include on the list all
suppliers that apply and satisfy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within a
reasonably short time after a supplier applies.
Information on Procuring Entity Decisions
6. Where a supplier applies for participation in a covered procurement, or for
inclusion on a multi-use list, a procuring entity shall promptly advise such
supplier of its decision with respect to its application.
7. Where a procuring entity rejects an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in a
covered procurement or for inclusion on a multi-use list or ceases to recognize
a supplier as having satisfied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the entity shall
promptly inform the supplier and, on request of such supplier, promptly
provide the supplier a written explanation of the reasons for its decision.
ARTICLE 9.8: TENDERING PROCEDURES
1. A procuring entity shall conduct procurement covered by this Agreement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this Chapter, and, except where specifically
provided otherwise in this Chapter, in a transparent and impartial manner and
shall permit any interested supplier to submit a tender. 9-8
2. Provided that the tendering procedure is not used to avoid competition, to
protect domestic suppliers, or in a manner that discriminates against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a procuring entity may contact a supplier or suppliers of
its choice and may choose not to apply Articles 9.4 through 9.7, paragraph 1
and paragraphs 3 through 7 of Article 9.9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where, in response to a prior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or invitation
to tender,
(i) no tenders were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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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no tenders were submitted that conform to the essential requirements in
the tender documentation; or iii) no suppliers satisfied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and the entity does not substantially modify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the
procurement or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b) where the goods or services can be supplied only by a particular supplier
and no reasonable alternative or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exist because:
(i) the requirement is for a work of art;
(ii) the procuring entity is obligated to protect patents, copyrights, or other
exclusive rights, or proprietary information; or
(iii) there is an absence of competition for technical reasons;
(c) for additional deliveries of goods or services by the original supplier that
are intended either as replacement parts, extensions, or continuing services for
existing equipment, software, services, or installations, where a change of
supplier would compel the procuring entity to procure goods or services that
do not meet requirements of interchangeability with existing equipment,
software, services, or installations;
(d) for goods purchased on a commodity market;
(e) where a procuring entity procures a prototype or a first good or service
that is developed at its request in the course of, and for, a particular contract
for research, experiment, study, or original development. When such a contract
has been fulfilled, subsequent procurements of goods or services shall be
subject to this Chapter; or
(f) in so far as is strictly necessary where, for reasons of extreme urgency
brought about by events unforeseeable by the procuring entity, the goods or
services could not be obtained in time under procedures consistent with
Articles 9.4 through 9.7, paragraph 1 and paragraphs 3 through 7 of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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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and the use of such procedures would result in serious injury to the
procuring entity or the relevant Party.
3. For each contract awarded under paragraph 2, a procuring entity shall
prepare a written report that includes the name of the procuring entity, the
value and kind of goods or services procured, and a statement indicating th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described in paragraph 2 that justify the use of a
limited tendering procedure. 9-9
ARTICLE 9.9: TREATMENT OF TENDERS AND AWARDING OF CONTRACTS
Receipt and Opening of Tenders
1. A procuring entity or relevant authority shall receive and open all tenders
under

procedures

that

guarantee

the

fairness

and

impartiality

of

the

procurement process.
2. A procuring entity or relevant authority shall treat tenders in confidence. In
particular, it shall not provide information to particular suppliers that might
prejudice fair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3. In the event of a delay in the opening of a tender, a procuring entity or
relevant authority shall not penalize any supplier whose tender is submitted by
the time specified for receiving tenders, if the delay is due solely to
mishandling on the part of the procuring entity.
4. Where a procuring entity or relevant authority provides suppliers with
opportunities to correct unintentional errors of form between the opening of
tenders and the awarding of the contract, the procuring entity or relevant
authority shall provide the same opportunities to all participating suppliers.
Awarding of Contracts
5. A procuring entity or relevant authority shall require that, in order to be
considered for award, a t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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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 submitted in writing by a supplier that satisfies the conditions, if any,
for participation; and
(b) at the time of opening, conform to the essential requirements and
evaluation criteria specified in the notices and tender documentation.
6. Unless a procuring entity or relevant authority determines that it is not in
the public interest to award a contract, it shall award the contract to the
supplier that the entity or authority has determined to be fully capable of
undertaking the contract and whose tender is either the lowest tender or the
tender determined to be the most advantageous solely on the basis of the
requirements and evaluation criteria set out in the notices and tender
documentation.
7. A procuring entity or relevant authority may not cancel a procurement, nor
terminate or modify a contract it has awarded, in a manner that circumvents
the obligations of this Chapter.
Information Provided to Suppliers
8. A procuring entity shall promptly inform suppliers that have submitted
tenders of its contract award decision. Subject to Article 9.13, a procuring
entity, on request of a supplier whose tender was not selected for award, shall
provide the supplier the reasons for not selecting its tender.
Publication of Award Information
9. Not later than 60 days after the award of a contract for a covered
procurement, a procuring entity or relevant authority shall publish a notice in
an officially designated publication, which may be in an electronic or paper
medium. The notice shall include at least the following information about the
contract:
(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rocuring entity; 9-10
(b) a description of the goods or services pro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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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date of award;
(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successful supplier;
(e) the contract value; and
(f) the procurement method used and, in cases where a procedure has been
used pursuant to Article 9.8.2, a description of the circumstances justifying the
procedure used unless such justification was included in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Provision of Information to Other Party
10.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a Party shall provide pertinent information
on the tender and evaluation procedures used in the conduct of a covered
procurement sufficient to demonstrate that the particular procurement was
conducted fairly, impartially,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Such
information shall include informat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relative
advantages of the successful tender and on the contract price.
Maintenance of Records
11. A procuring entity or relevant authority shall maintain reports and records
of tendering procedures relating to covered procurements, including the reports
required by paragraph 3 of Article 9.8, for at least three years after the date a
contract is awarded.
ARTICLE 9.10: ENSURING INTEGRITY IN PROCUREMENT PRACTICES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to declare ineligible for
participation in the Party’s procurements, either indefinitely or for a specified
time, suppliers that the Party has determined to have engaged in fraudulent or
other illegal actions in relation to procurement.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a Party shall identify the suppliers determined to be ineligible under these
procedures, and, where appropriate, exchange information regarding those
suppliers or the fraudulent or illeg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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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11: DOMESTIC REVIEW OF SUPPLIER CHALLENGES
1. Each Party shall provide timely, effective, transparent, and predictable means
for a supplier to challenge the conduct of a covered procurement, without
prejudice to that supplier’s participation in ongoing or future procurement
activities.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review procedures are made publicly
available in writing and are timely, transparent, effective, and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2. Each Party shall establish or designate at least one impartial authority that
is independent of the procuring entity that is the subject of the challenge to
receive and review challenges that suppliers submit in connection with any
covered procurement.
3. Where a body other than an authority referred to in paragraph 2 initially
reviews a challenge, the Party shall ensure that the supplier may appeal the
initial decision to an impartial administrative or judicial authority that is
independent of the procuring entity that is the subject of the challenge.
4. Each Party shall authorize the authority that it establishes or designates
under paragraph 2 to take prompt interim measures, pending the resolution of
a challenge, to preserve the opportunity to correct potential breaches of this
Chapter, including the suspension of the award of a contract or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already awarded. However, in deciding whether to
apply an interim measure, each Party may take into account any overriding
adverse consequences to the public interest if an interim measure 9-11
were taken.
5.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authority that it establishes or designates
under paragraph 2 conducts its review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a) a supplier shall be allowed sufficient time to prepare and submit a wr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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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which in no case shall be less than 10 days from the time when
the basis of the challenge became known or reasonably should have become
known to the supplier;
(b) the procuring entity shall respond in writing to the supplier’s challenge and
provide all relevant documents to the authority;
(c) the supplier that initiates the challenge shall be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ply to the procuring entity’s response before the authority makes a decision
on the challenge; and
(d) the authority shall promptly provide decisions relating to a supplier’s
challenge in writing, with an explanation of the grounds for each decision.
ARTICLE 9.12: MODIFICATIONS AND RECTIFICATIONS TO COVERAGE
1. Either Party may modify its coverage under this Chapter provided that it:
(a)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and the other Party does not object in
writing within 30 days after the notification; and
(b)

within

30

days

after

notifying

the

other

Party,

offers

acceptable

compensatory adjustments to the other Party to maintain a level of coverage
comparable to that existing before the modification,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2 and 3.
2. Either Party may make rectifications of a purely formal nature to its
coverage under this Chapter, or minor amendments to its Annex to this
Chapter, provided that it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and that the other
Party does not object in writing within 30 days after the notification. A Party
that makes such a rectification or minor amendment need not provide
compensatory adjustments to the other Party.
3. A Party need not provide compensatory adjustments where the Parties agree
that the proposed modification covers a procuring entity over which a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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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effectively eliminated its control or influence. Where the Parties do not
agree that government control or influence has been effectively eliminated, the
objecting Party may request further information or consultations with a view to
clarifying the nature of any government control or influence and reaching
agreement on the procuring entity’s continued coverage under this Chapter.
4. The Joint Committee established under Chapter 19 (Administration of the
Agreement) shall adopt any agreed modification, technical rectification, or
minor amendment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r 2.
ARTICLE 9.13: NON-DISCLOSURE OF INFORMATION
1. A Party, including its procuring entities, shall not disclose information that
is designated as confidential or that is by nature confidential,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persons

providing

the

information.

This

includes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prejudice legitimate commercial
interests of a particular person or might prejudice fair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9-12
2.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a Party, including its
procuring entities, to provide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a) impede law enforcement;
(b) prejudice fair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c) prejudice the legitimate commercial interests of particular suppliers or
person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r (e) otherwise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ARTICLE 9.14: EXCEPTIONS
1.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that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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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between the Parties,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a)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order, or safety;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c) necessary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or
(d) relating to goods or services of handicapped persons, of philanthropic
institutions, or of prison labor.
2. The Parties understand that paragraph 1(b) includes environmental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RTICLE 9.15: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build-operate-transfer contract and public works concession contract mean any
contractual arrangement, the primary purpose of which is to provide for the
construction

or

rehabilitation

of

physical

infrastructure,

plant,

buildings,

facilities, or other government-owned works and under which, as consideration
for a supplier’s execution of a contractual arrangement, a procuring entity
grants to the supplier, for a specified period, temporary ownership of or a
right to control and operate, and demand payment for the use of, such works
for the duration of the contract;
commercial goods and services means goods and services of a type that are
sold or offered for sale to, and customarily purchased by, non-governmental
buyers for non-governmental purposes; it includes goods and services with
modifications customary in the commercial marketplace, as well as minor
modifications not customarily available in the commercial marketplac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means any registration, qualification, and other
pre-requisites for participation in a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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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riting or written means any worded or numbered expression that can be
read, reproduced, and later communicated; it may include electronically
transmitted and stored information;
multi-use list means a list of suppliers that a procuring entity has determined
satisfy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 that list, and that the procuring entity
intends to use more than once; 9-13
offsets means any conditions or undertakings that require use of domestic
content, domestic suppliers, the licensing of technology, technology transfer,
investment, counter-trade, or similar actions to encourage local development or
to improve a Party’s balance-of-payments accounts;
procurement official means any person who performs procurement functions;
procuring entity means an entity listed in Annex 9;
relevant authority means any authority authorized by a Party to conduct any
aspect of a procurement;
services includes construction services, unless otherwise specified;
supplier means a person that provides or could provide goods or services to a
procuring entity; and
technical specification means a tendering requirement that:
(a) sets out the characteristics of:
(i)

goods

to

be

procured,

including

quality,

performance,

safety,

and

dimensions, or the processes and methods for their production; or
(ii) services to be procured, or the processes or methods for their provision,
including any applicable administrative provisions; or
(b)

addresses

terminology,

symbols,

packaging,

requirements, as they apply to a good o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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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ing,

or

labeling

【부록 2】

미 - 바레인 FTA 협정문 (정부조달분야)
GOVERNMENT PROCUREMENT
ARTICLE 9.1: SCOPE AND COVERAGE
Application of Chapter
1. This Chapter applies to any measure regarding covered procurement.
2.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covered procurement means a procurement of
goods, services, or both:
(a) by any contractual means, including purchase, rental, or lease, with or
without an option to buy; build-operate-transfer contracts; and public works
concession contracts;
(b) for which the value, as estim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5 and 6,
as appropriate, equals or exceeds the relevant threshold specified in Annex
9-F;
(c) that is conducted by a procuring entity; and
(d) that is not excluded from coverage by this Agreement.
3.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a) non-contractual agreements or any form of assistance that a Party or a
government enterprise provides, including grants, loans, equity infusions, fiscal
incentives,

subsidies,

guarantees,

cooperative

agreements,

and

government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to persons or to state,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b) purchases funded by international grants, loans, or other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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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ce, where the provision of such assistance is subject to conditions
inconsistent with this Chapter;
(c) acquisition of fiscal agency or depository services, liquidation and
management

services

for

regulat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sale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government debt;
(d) any good or service component of a contract to be awarded by an entity
that is not listed in Annex 9-A-1 or 9-A-2; and
(e) the procurement of transportation services that form a part of, or are
incidental to, a procurement covered by this Chapter.
Compliance
4.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procuring entities comply with this Chapter
in conducting covered procurement.
Valuation
5. In estimating the value of a procurement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whether it is a covered procurement, a procuring entity shall:
(a) neither divide a procurement into separate procurements nor use a
particular method for estimating the value of the procurement for the purpose
of avoiding the application of this Chapter; 9-2
(b) take into account all forms of remuneration, including any premiums, fees,
commissions, interest, other revenue streams that may be provided for under
the contract, and, where the procurement provides for the possibility of option
clauses, the total maximum value of the procurement, inclusive of optional
purchases; and
(c)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6, where the procurement is to be
conducted in multiple parts, with contracts to be awarded at the same time or
over a given period to one or more suppliers, base its calculation of the total
maximum value of the procurement over its entire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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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 the case of procurement by lease or rental or procurement that does not
specify a total price, the basis for estimating the value of the procurement
shall be, with respect to:
(a) a fixed-term contract,
(i) where the term is 12 months or less, the total estimated contract value for
the contract’s duration, or
(ii) where the term exceeds 12 months, the total estimated contract value,
including the estimated residual value; or
(b) a contract for an indefinite period, the estimated monthly installment
multiplied by 48. Where there is doubt as to whether the contract is to be a
fixed-term contract, a procuring entity shall use the basis for estimating the
value of the procurement described in this subparagraph.
ARTICLE 9.2: GENERAL PRINCIPLES
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1. With respect to any measure covered by this Chapter, each Party, including
its procuring entities, shall accord unconditionally to the goods and services of
the other Party and to th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offering the goods or
services of a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e most favorable
treatment the Party or the procuring entity accords to its own goods, services,
and suppliers.
2. A procuring entity of a Party may not:
(a) treat a locally established supplier less favorably than another locally
established supplier on the basis of degree of foreign affiliation or ownership;
nor
(b) discriminate against a locally established supplier on the basis that the
goods or services offered by that supplier for a particular procurement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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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Rules of Origin
3. For purposes of procurement covered by this Chapter, neither Party may
apply rules of origin to goods imported from the other Party that are different
from the rules of origin the Party applies in the normal course of trade to
imports of the same goods from the other Party. 9-3
Offsets
4. A procuring entity may not seek, take account of, impose, or enforce
offsets in the qualification and selection of suppliers, goods, or services, in the
evaluation of tenders, or in the award of contracts, before or in the course of
a covered procurement.
Measures Not Specific to Procurement
5. Paragraphs 1 and 2 do not apply to customs duties or charges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the method of levying such
duties and charges, other import regulations or formalities, and measures
affecting trade in services other than measures governing covered procurements.
ARTICLE 9.3: PUBLICATION OF PROCUREMENT MEASURES
1. Each Party shall promptly publish laws, regulations, judicial decisions,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and procedures regarding covered
procurements, and any changes to such measures, in officially designated
electronic or paper media that are widely disseminated and remain readily
accessible to the public.
2. Each Party shall, on request by the other Party, promptly provide an
explanation relating to any such measure to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9.4: PUBLICATION OF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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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OF PLANNED PROCUREMENT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1. For each covered procurement, a procuring entity shall publish a notice
inviting

interested

suppliers

to

submit

tenders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or, where appropriate, applications for participation in the
procurement. The notice shall be published in an electronic or paper medium
that is widely disseminated and readily accessible to the public for the entire
period established for tendering.
2. A procuring entity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each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rocuring entity and other information
necessary to contact the procuring entity and obtain all relevant documents
relating to the procurement;
(b) a description of the procurement and an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c) the time frame for the delivery of goods or services;
(d) the procurement method that will be used; and
(e) the address and the time limit for the submission of tenders, and, where
appropriate,

any

time

limit

for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in a procurement.
Notice of Planned Procurement
3. Each Party shall encourage its procuring entities to publish as early as
possible in each fiscal year a notice regarding the procuring entity’s
procurement plans. The notice should include the subject matter of any
planned procurement and 9-4
the estimated date of the publication of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Where the notice is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9.5.2(a), a procuring
entity may apply Article 9.5.2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short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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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s for tendering for covered procurements.
ARTICLE 9.5: TIME LIMITS FOR TENDERING PROCESS
1. A procuring entity shall prescribe time limits for tendering that allow
suppliers sufficient time to prepare and submit responsive tenders,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and complexity of the procurement.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s 2 and 3, a procuring entity shall provide no less than 40 day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of a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to the
deadline for submission of tenders.
2.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procuring entity may establish a time
limit for tendering that is less than 40 days, provided that such time limit is
sufficiently long to enable suppliers to prepare and submit responsive tenders
and is in no case less than ten days:
(a) where the entity has published a separate notice, including a notice of
planned procurement under Article 9.4.3, at least 40 days and not more than
12 months in advance, and such separate notice contains a description of the
procurement; the time limits for the submission of tenders or, where
appropriate, applications for participation in a procurement; and the address
from which documents relating to the procurement may be obtained;
(b) where the entity procures commercial goods or services, except that the
procuring entity may not rely on this provision if it requires suppliers to
satisf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or
(c) in duly substantiated cases of extreme urgency brought about by events
unforeseeable by the procuring entity, such that a 40-day deadline would result
in serious adverse consequences to the entity or the relevant Party.
3. When a procuring entity publishes a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9.4 in an electronic medium, the procuring entity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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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 the time limit for submission of a tender or an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in a procurement by up to five days. In no case shall the
procuring entity reduce either time limit to less than ten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is published.
4. A procuring entity shall require all participating suppliers to submit tenders
by a common deadline. For greater certainty, this requirement also applies
where:
(a) as a result of a need to amend information provided to suppliers during
the procurement process, the procuring entity extends the time limit for
qualification or tendering procedures; or
(b) negotiations are terminated and suppliers are permitted to submit new
tenders. 9-5
ARTICLE 9.6: INFORMATION ON INTENDED PROCUREMENTS
Tender Documentation
1.

A procuring

entity

shall

provide

to

any

interested

supplier

tender

documentation that includes all information necessary to permit suppliers to
prepare and submit responsive tenders. Unless already provided in the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such

documentation

shall

include

a

complete

description of:
(a) the procurement, including the nature, scope, and, where quantifiable, the
quantity of the goods or services to be procured and any requirements to be
fulfilled, including any technical specific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s, plans,
drawings, or instructional materials;
(b) an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cluding

any

financial guarantees,

information, and documents that suppliers are required to submit;
(c) all criteria, including all cost factors, to be considered in awar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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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such criteria;
(d) the date, time, and place for the opening of tenders; and
(e) any other terms or conditions, including terms of payment, relating to the
procurement.
2. A procuring entity shall promptly:
(a) provide, on request, the tender documentation to any supplier participating
in the procurement; and
(b) reply to any reasonable request for relevant information by a supplier
participating in the procurement, provided that such information does not give
that supplier an advantage over its competitors in the procurement.
Technical Specifications
3. A procuring entity may not prepare, adopt, or apply any technical
specification or prescribe any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with the
purpose or the effect of creating unnecessary obstacles to trade between the
Parties.
4. In prescribing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the good or service being
procured, a procuring entity shall:
(a) specify the technical specification, wherever appropriate, in terms of
performance and functional requirements, rather than design or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nd
(b) base the technical specificat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where such exist
and are applicable to the procuring entity, except where the use of an
international standard would fail to meet the procuring entity’s program
requirements

or

would

impose

more

burdens

than

the

use

of

a

government-unique standard. 9-6
5. A procuring entity may not prescribe technical specifications that require or
refer to a particular trademark or trade name, patent, copyright, design o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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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origin, producer, or supplier, unless there is no other sufficiently
precise or intelligible way of describing the procurement requirements and
provided that, in such cases, words such as “or equivalent” are includ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6. A procuring entity may not seek or accept, in a manner that would have
the effect of precluding competition, advice that may be used in the
preparation

or

adoption

of

any

technical

specification

for

a

specific

procurement from a person that may have a commercial interest in that
procurement.
7. For greater certainty,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to preclude a procuring
entity from preparing, adopting, or applying technical specifications to promote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or to protect the environment.
Modifications
8. If, during the course of a procurement, a procuring entity modifies the
criteria or technical requirements set out in a notice or tender documentation
provided to participating suppliers, or amends or reissues a notice or tender
documentation, it shall transmit all such modifications or amended or re-issued
notice or tender documentation:
(a) to all the suppliers that are participating at the time the information is
amended, if known, and, in all other cases, in the same manner as the
original information; and
(b) in adequate time to allow such suppliers to modify and re-submit their
tenders, as appropriate.
ARTICLE 9.7: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General Requirements
1. Where a procuring entity requires suppliers to satisfy condition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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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the entity shall, subject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hapter:
(a) limit an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to those that are essential to ensure
that the supplier has the legal, commercial, technical, and financial abilities to
fulfill the requirements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of the procurement;
(b) evaluate the financial, commercial, and technical abilities of a supplier on
the basis of its global business activities, including both its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of the supplier, as well as its activities, if any,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of the procuring entity, and may not impose the
condition that, in order for a supplier to participate in a procurement, the
supplier has previously been awarded one or more contracts by a procuring
entity of that Party or that the supplier has prior work experience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c) base its determination of whether a supplier has satisfied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solely on the conditions that the procuring entity has specified in
advance in notices or tender documentation; and
(d) allow all suppliers that satisfy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curement. 9-7
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clude a procuring entity from excluding a
supplier from a procurement on grounds such as bankruptcy or false
declarations.
3. Where a procuring entity requires suppliers to satisf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the entity shall publish a notice inviting suppliers to apply for
participation. The entity shall publish the notice sufficiently in advance to
provide interested suppliers adequate time to prepare and submit responsive
applications and for the entity to evaluate and make its determination based on
such applications.
Multi-Use 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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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procuring entity may establish a multi-use list provided that the entity
annually publishes in a paper or electronic medium, or otherwise makes
available continuously in electronic form, a notice inviting interested suppliers
to apply for inclusion on the list. The notice shall include:
(a) a description of the goods or services that may be procured using the list;
(b)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to be satisfied by suppliers and the methods
that the procuring entity will use to verify a supplier’s satisfaction of the
conditions;
(c)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rocuring entity and other information
necessary to contact the entity and obtain all relevant documents relating to
the list;
(d) the date on which use of the list will terminate, or where a date is not
provided, an indication of the method by which advance notice will be given
of the termination of use of the list;
(e) any deadlines for submission of applications for inclusion on the list; and
(f) an indication that the list may be used for procurement covered by this
Chapter.
5. A procuring entity that maintains a multi-use list shall allow suppliers to
apply at any time for inclusion on the list and shall include on the list all
suppliers that apply and satisfy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within a
reasonably short time after a supplier applies.
Information on Procuring Entity Decisions
6. Where a supplier applies for participation in a covered procurement, or for
inclusion on a multi-use list, a procuring entity shall promptly advise such
supplier of its decision with respect to its application.
7. Where a procuring entity rejects an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in a
covered procurement or for inclusion on a multi-use list, or ceas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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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e a supplier as having satisfied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the
entity shall promptly inform the supplier and, on request of such supplier,
promptly provide the supplier a written explanation of the reasons for its
decision. 9-8
ARTICLE 9.8: TENDERING PROCEDURES
1. A procuring entity shall conduct procurement covered by this Agreement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this Chapter, and, except where specifically
provided otherwise in this Chapter, in a transparent and impartial manner and
shall permit any interested supplier to submit a tender.
2. Provided that the tendering procedure is not used to avoid competition, to
protect domestic suppliers, or in a manner that discriminates against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a procuring entity may contact a supplier or suppliers of
its choice and may choose not to apply Articles 9.4 through 9.7 and 9.9.1
through 9.9.6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where, in response to a prior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or invitation
to tender,
(i) no tenders were submitted;
(ii) no tenders were submitted that conform to the essential requirements in
the tender documentation; or
(iii) no suppliers satisfied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and the entity does not substantially modify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the
procurement or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b) where the goods or services can be supplied only by a particular supplier
and no reasonable alternative or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exist because:
(i) the requirement is for a work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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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procuring entity is obligated to protect patents, copyrights, or other
exclusive rights, or proprietary information; or
(iii) there is an absence of competition for technical reasons;
(c) for additional deliveries of goods or services by the original supplier that
are intended either as replacement parts, extensions, or continuing services for
existing equipment, software, services, or installations, where a change of
supplier would compel the procuring entity to procure goods or services that
do not meet requirements of interchangeability with existing equipment,
software, services, or installations;
(d) for goods purchased on a commodity market;
(e) where a procuring entity procures a prototype or a first good or service
that is developed at its request in the course of, and for, a particular contract
for research, experiment, study, or original development. When such a contract
has been fulfilled, subsequent procurements of goods or services shall be
subject to this Chapter; or
(f) in so far as is strictly necessary where, for reasons of extreme urgency
brought about by events unforeseeable by the procuring entity, the goods or
services could not be obtained in time under procedures consistent with
Articles 9.4 through 9.7, and the use of such procedures would result in
serious injury to the procuring entity or the relevant Party. 9-9
3. For each contract awarded under paragraph 2, a procuring entity shall
prepare a written report that includes the name of the procuring entity, the
value and kind of goods or services procured, and a statement indicating th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described in paragraph 2 that justify the use of a
limited tender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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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9: TREATMENT OF TENDERS AND AWARDING OF CONTRACTS
Receipt and Opening of Tenders
1. A procuring entity or relevant authority shall receive and open all tenders
under

procedures

that

guarantee

the

fairness

and

impartiality

of

the

procurement process.
2. A procuring entity or relevant authority shall not penalize any supplier
whose tender is received after the time specified for receiving tenders if the
delay is due solely to mishandling on the part of the procuring entity or
relevant authority.
3. Where a procuring entity or relevant authority provides suppliers with
opportunities to correct, or concur in the correction of, unintentional errors of
form between the opening of tenders and the awarding of the contract, the
procuring entity or relevant authority shall provide the same opportunities to
all participating suppliers.
Awarding of Contracts
4. A procuring entity or relevant authority shall require that, in order to be
considered for award, a tender:
(a) be submitted in writing by a supplier that has satisfied any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and
(b) at the time of opening, conform to the essential requirements and
evaluation criteria specified in the notices and tender documentation.
5. Unless a procuring entity or relevant authority determines that it is not in
the public interest to award a contract, it shall award the contract to the
supplier that the entity or authority has determined to be fully capable of
undertaking the contract and whose tender is either the lowest tender or the
tender determined to be the most advantageous solely on the basis of the
requirements and evaluation criteria set out in the notices and t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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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tion.
6. A procuring entity or relevant authority may not cancel a procurement, or
terminate or modify a contract it has awarded, so as to circumvent the
obligations of this Chapter.
Information Provided to Suppliers
7. A procuring entity shall promptly inform suppliers that have submitted
tenders of its contract award decision. Subject to Article 9.13, a procuring
entity, on request of a supplier whose tender was not selected for award, shall
provide the supplier the reasons for not selecting its tender and the relative
advantages of the tender selected. 9-10 Publication of Award Information
8. Not later than 60 days after the award of a contract for a covered
procurement, a procuring entity or relevant authority shall publish a notice in
an officially designated publication, which may be in an electronic or paper
medium. The notice shall include at least the following information about the
contract:
(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rocuring entity;
(b) a description of the goods or services procured;
(c) the date of award;
(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successful supplier;
(e) the contract value; and
(f) the procurement method used and, in cases where a procedure has been
used pursuant to Article 9.8.2, a description of the circumstances justifying the
procedure used.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he Other Party
9.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a Party shall provide information on the
tender and evaluation procedures used in the conduct of a covered procurement
sufficient to demonstrate that the particular procurement was conducted fai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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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rtially,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Such information shall
include informat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relative advantages of the
successful tender and on the contract price.
Maintenance of Records
10. A procuring entity or relevant authority shall maintain records and reports
of tendering procedures relating to covered procurements, including the reports
required by Article 9.8.3, for at least three years after the date a contract is
awarded.
ARTICLE 9.10: ENSURING INTEGRITY IN PROCUREMENT PRACTICES
Further to Article 17.5 (Anti-Corruption),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to declare ineligible for participation in the Party's procurements,
either indefinitely or for a specified time, suppliers that the Party has
determined to have engaged in fraudulent or illegal actions in relation to
procurement. 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a Party shall identify the suppliers
determined to be ineligible under these procedures, and, where appropriate,
exchange information regarding those suppliers or the fraudulent or illegal
action.
ARTICLE 9.11: DOMESTIC REVIEW OF SUPPLIER CHALLENGES
1. Each Party shall provide timely, effective, transparent, and predictable means
for a supplier to challenge the conduct of a covered procurement, without
prejudice to that supplier’s participation in ongoing or future procurement
activities.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review procedures are made publicly
available in writing, and are timely, transparent, effective, and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2. Each Party shall establish or designate at least one impartial authorit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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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ndependent of the procuring entity that is the subject of the challenge to
receive and review challenges that suppliers submit in connection with any
covered procurement. 9-11
3. Where a body other than an authority referred to in paragraph 2 initially
reviews a challenge, the Party shall ensure that the supplier may appeal the
initial decision to an impartial administrative or judicial authority that is
independent of the procuring entity that is the subject of the challenge.
4. Each Party shall authorize the authority that it establishes or designates
under paragraph 2 to take prompt interim measures, pending the resolution of
a challenge, to preserve the opportunity to correct potential breaches of this
Chapter, including the suspension of the award of a contract or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already awarded. However, in deciding whether to
apply an interim measure, each Party may take into account any overriding
adverse consequences to the public interest if an interim measure were taken.
If a Party decides not to apply an interim measure, it shall provide a written
explanation of the grounds for its decision.
5.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authority that it establishes or designates
under paragraph 2 conducts its review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a) a supplier shall be allowed sufficient time to prepare and submit a written
challenge, which in no case shall be less than ten days from the time when
the basis of the challenge became known or reasonably should have become
known to the supplier;
(b) the procuring entity shall be required to respond in writing to the
supplier’s challenge and provide all relevant documents to the authority;
(c) the supplier that initiates the challenge shall be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ply to the procuring entity’s response before the authority makes a decision
on the challeng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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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e authority shall promptly provide decisions relating to a supplier’s
challenge in writing, with an explanation of the grounds for each decision.
ARTICLE 9.12: MODIFICATIONS AND RECTIFICATIONS TO COVERAGE
1. Either Party may modify its coverage under this Chapter provided that it:
(a)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and the other Party does not object in
writing within 30 days after the notification; and
(b)

within

30

days

after

notifying

the

other

Party,

offers

acceptable

compensatory adjustments to the other Party to maintain a level of coverage
comparable to that existing before the modification,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2 and 3.
2. Either Party may make rectifications of a purely formal nature to its
coverage under this Chapter, or minor amendments to its Schedule to Annex
9-A-1 or 9-A-2, provided that it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and that
the other Party does not object in writing within 30 days after the notification.
A Party that makes such a rectification or minor amendment need not offer
compensatory adjustments to the other Party.
3. A Party need not offer compensatory adjustments where the Parties agree
that the proposed modification covers a procuring entity over which the Party
has effectively eliminated its control or influence. Where the Parties do not
agree that government control or influence has been effectively eliminated, the
objecting Party 9-12
may request further information or consultations with a view to clarifying the
nature of any government control or influence and reaching agreement on the
procuring entity’s continued coverage under this Chapter.
4. The Joint Committee established under Chapter Eighteen (Administration of
the Agreement) shall adopt any agreed modification, technical rectificatio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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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 amendment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r 2.
ARTICLE 9.13: NON-DISCLOSURE OF INFORMATION
1. A Party, including its procuring entities, shall not disclose information that
is designated as confidential or that is by nature confidential,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persons

providing

the

information.

This

includes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prejudice legitimate commercial
interests of a particular person or might prejudice fair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2.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a Party, including its
procuring entities, to provide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a) impede law enforcement;
(b) prejudice fair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c) prejudice the legitimate commercial interests of particular suppliers or
person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r
(e) otherwise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ARTICLE 9.14: EXCEPTIONS
1.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that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the
Part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between the Parties,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a)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order, or safety;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c) necessary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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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elating to goods or services of handicapped persons, of philanthropic
institutions, or of prison labor.
2. The Parties understand that paragraph 1(b) includes environmental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RTICLE 9.15: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build-operate-transfer contract and public works concession contract mean any
contractual arrangement, the primary purpose of which is to provide for the
construction

or

rehabilitation

of

physical

infrastructure,

plant,

buildings,

facilities, or other government-owned works, and under which, as consideration
for a supplier's execution of a contractual arrangement, a procuring entity
grants to the supplier, for a specified period, temporary ownership of or a
right to control and operate, and demand payment for the use of, such works
for the duration of the contract; 9-13
commercial goods and services means goods and services of a type of goods
and services that are sold or offered for sale to, and customarily purchased by,
non-governmental buyers for non-governmental purposes; it includes goods and
services with modifications customary in the commercial marketplace, as well
as

minor

modifications

not

customarily

available

in

the

commercial

marketplac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means

registration,

qualification

and

other

pre-requisites for participation in a procurement;
in writing or written means any worded or numbered expression that can be
read, reproduced, and later communicated; it may include electronically
transmitted and stored information;
multi-use list means a list of suppliers that a procuring entity has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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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y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 that list, and that the procuring entity
intends to use more than once;
offsets means any conditions or undertakings that require use of domestic
content, domestic suppliers, the licensing of technology, technology transfer,
investment, counter-trade, or similar actions to encourage local development or
to improve a Party's balance-of-payments accounts;
procurement official means any person who performs procurement functions;
procuring entity means an entity listed in Annex 9-A-1 or 9-A-2;
relevant authority means any authority authorized by a Party to conduct any
aspect of a procurement;
services includes construction services, unless otherwise specified;
supplier means a person that provides or could provide goods or services to a
procuring entity; and
technical specification means a tendering requirement that:
(a) sets out the characteristics of:
(i)

goods

to

be

procured,

including

quality,

performance,

safety,

and

dimensions, or the processes and methods for their production; or
(ii) services to be procured, or the processes or methods for their provision,
including any applicable administrative provisions; or
(b)

addresses

terminology,

symbols,

packaging,

requirements, as they apply to a good o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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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ing,

or

labeling

【부록 3】

설문조사 분석결과

Ⅰ 설문조사 일반사항
.

▣ 조사대상 총 개사
￭ 기 진출업체
개사
￭ 신규 진출추진업체 개사
▣ 전체 설문응답 총 개사
￭ 기 진출업체 개사
◦ 업체규모별 분류
대기업
개사
중견기업 개사
중소기업 개사
◦ 주력공종 분류 중복가능
토목
개사
건축
개사
플랜트
개사
전기통신 개사
용역
개사
￭ 신규 진출업체 개사
◦ 업체규모별 분류
대기업
개사
중견기업 개사
중소기업 개사
◦ 주력공종 분류 중복가능
토목
개사
건축
개사
플랜트
개사
전기통신 개사
용역
개사
:

97

:

년 이후 수주업체
년 이후 수주활동 추진업체

71

(2006

26

(2006

)

35

27

-

)

-

6

-

10

-

14

-

12

-

11

-

2

-

0

(

)

2

-

3

-

3

(

-

6

-

1

-

2

-

0

-

1

-

13

-

16

-

8

-

11

- UAE

18

(

-

)

4
7

-

3

6

◦ 진출국가 분류 중복가능
사우디
개사
개사
쿠웨이트 개사
카타르
개사
오만
개사
바레인
개사
(

-

1

- UAE

5

-

1

-

2

-

3

-

- 325 -

)

)

-

-

8

-

◦ 진출형태 분류 중복가능
현지법인 개사
지사
개사
현장사무소 개사
◦ 진출국가 분류 중복가능
사우디
개사
개사
쿠웨이트 개사
카타르
개사
오만
개사
바레인
개사
(

11

1

)

Ⅱ 기 진출 기업 질문
진출전 스폰서 제도의 유무를 알고 있었는가
.

1.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몰랐음
설문결과
:

15%

2.

알고있었음
85%
스폰서제도 관련 초기정보는 주로 어디서 입수했는지요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

기 진출 아국기업
국내 본사
18%

기타
15%

현지조사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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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폰서제도 관련 초기에 국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애로사항은
?

▷ 분석방법 개별 주관식 설문
▷ 주요답변
:

◦ 스폰서제도 관련자료 및 법규를 찾기 어려움
◦ 관련 사례 등 찾기 어려움
◦ 신뢰할 만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
◦ 기 진출업체의 도움을 얻기 어려움
4.

스폰서제도 관련 현지 조사시 도움을 받은 곳은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

현지에서 알게
된 법률회사
11%

기타
7%
기지출 아국기업
지사 또는 법인
22%

이전부터 사업 등
관계로 알고 있던
현지 건설기업
7%
현지 주재 아국인
(비건설분야 종사)
지인
3%

아국공관
5%

KOTRA
12%

현지 주재 아국인
(건설분야 종사)
지인
31%

◦ 기타 현지 협력업체 현지 정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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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폰서제도 관련 현지에서 조사하면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마땅히
설문결과
도움을 요
:

청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한 점
16%

기타
4%

명확한 관련 법규
와 담당기관이 없
는점
79%

◦ 기타 불분명한 관련정보
:

6.

현지 진출 아국 기업이 스폰서제도를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요
?

▷도움이
분석방법되지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

않음
15%

도움됨
38%

보통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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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지 주재 아국 공관 기관이 스폰서제도를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요
/

?

▷도움이
분석방법되지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않음
:

도움됨
23%

27%

8.

스폰서 선정시 우선적

보통임
고려사항은 50%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현지평판
:

19%

업무 처리시
참여도
19%

비용
6%
영향력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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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색한 스폰서를 초기부터 신뢰했는지요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

신뢰하지 않음
42%
신뢰함
58%

10.

물색한 스폰서를 초기에 신뢰하지 못했다면 신용조사를
어떻게 했는지요 기타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10%
▷ 설문결과
:

현지 전문 신용조
사 기관
37%

현지 주재 아국인
(비건설분야 종
사) 친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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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아국 건설기
업 관계자
37%

11.

처음부터 스폰서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했는지요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않음
기대하지
:

23%

12.

스폰서의

기대함
35%

보통임
42% 많은
역할에

기대를 했다면 기대한 부분은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

:

비자 발급 등 행
정업무 처리
43%

프로젝트 정보 제
공
52%

기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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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폰서가 행정 납세 통관 출입국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지요
,

,

,

,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알지 못했으나
:

지원하지도 않음
5%
알지 못했으나 이
후 알게 되었고
지원하고
있음
12%

알고 있었으며
지원하고 있음
56%

알고 있었으며
지원하지 않고 있
음
29%
14.

스폰서에 지급하고 있는 보수 지급 기준은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프로젝트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64%

:

주기별(분기
또는 연간) 정액
27%

?

월정액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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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스폰서에 지급하고 있는 보수가 부담이 되거나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

▷ 분석방법 아니요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15%
:

예
50%

보통임
35%스폰서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16.

주세요

.

▷ 분석방법 개별 주관식 설문
▷ 주요답변
:

◦ 현지협력회사와 스폰서쉽을 체결하여 별도의 스폰서 비용을 지불하
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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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현 스폰서와 계약 기간은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3년
이상
▷ 설문결과

1년

:

1-2년
2-3년
스폰서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

18.

가 초기 자본금 납부시 스폰서 지분을 대납한 적이
있는지요
.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

없음
50%

있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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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 신청시 투자청 또는 관련기관 으로부터 스폰서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요
.

(

)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있음
7%

:

없음
93%

다 회계 결산시 스폰서가 자기 사 의 지분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고 있는지요
.

(

)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협조하지
않음
▷ 설문결과
15%

협조함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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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 스폰서의 역할에 만족하고 있는지요

가 전반적으로
.

?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

만족하지 않음
46%

만족하고 있음
54%

나 현지에서 보증서 발급 및 금융 조달 관련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

만족하고 있음
42%
만족하지 않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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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현재 스폰서의 역할이 불만족스럽다면 주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

▷ 분석방법
▷ 설문결과

:

7

무능력

2

과다한 비용 요구

행정업무 처리시
비협조적 자세

5

0

21.

1

2

3

4

5

6

현 스폰서를 변경할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요

7

8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

없음
50%

있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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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 스폰서를 변경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마땅한
대안이 없
▷ 설문결과
어서
39%

절차가 복잡해서
11%

기타
17%

23.

현지 제도적으로
변경하기가 어려
워서
33%

스폰서와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요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

있었음
46%

없었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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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스폰서와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다면 대처방법은
무엇인지요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참고 넘어감
:

13%

법적 대응
27%

25.

대화로 해결
60%

현재 스폰서와 계속해서 계약하기를 희망하는지요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

없음
44%
있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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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현재의 스폰서가 귀사의 프로젝트 수행 및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요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영향을
설문결과
미치지 않
:

음
38%
영향을 미치고 있
음
62%
27.

현 스폰서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분석방법 개별 주관식 설문
▷ 주요답변
:

◦ 스폰서의 역할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현지에서의 영향력등
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고 성공보수에 대한 요구가 심한 편임
◦ 대체적으로 협조적임
◦ 현지 고위층 스폰서로 적극적으로 수주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자신과 관여되는 모든 부분에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
◦ 스폰서의 영향력이 기업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역할이 미미함
◦ 영향력은 있으나 대관업무 등 업무처리가 느리고 비협조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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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규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스폰서 관련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분석방법 개별 주관식 설문
▷ 주요답변
:

◦ 스폰서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
◦ 스폰서에 대해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음
◦ 능력있는 스폰서는 그렇지 않은 스폰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조
건과 돈을 요구
◦ 스폰서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면 능력은 보통이나 최대한 협조적인 스
폰서가 장기적인 기업활동에 유리
◦ 현지법인설립시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함
◦ 스폰서의 영향력이 좋을 경우 초기 진출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장기
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스폰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
◦ 스폰서쉽은 향후 변경이나 해지가 쉽지 않고 상호협의가 아닌 해지
시 현지 평판에 좋지않아 초기에 최대한 신중하게 선정
◦ 스폰서 계약시 불리한 조건을 최대한 지양
프로젝트 단위 계약이 유리
고정적인 비용은 최소화 하고 구체적인 성공불을 제시하여 적극성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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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규 진출 추진 기업 질문
진출 추진 전에 스폰서제도 유무를 알고 있었는지요
.

1.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

알고 있었음
44%
몰랐음
56%

2.

스폰서제도 관련 초기정보는 주로 어디서 입수하고
있는지요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기 진출 아국기업
:

국내 본사
50%

현지조사
20%
기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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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폰서제도 관련 국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겪었거나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

▷ 분석방법 개별 주관식 설문
▷ 주요답변
:

◦ 스폰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
◦ 국내에 스폰서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자료가 없음
◦ 수집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짐
4.

스폰서제도 관련 현지 조사시 주로 도움을 받을 곳은
어디인지요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

기 진출 아국기업
지사 또는
법인
31%

KOTRA
13%

현지에서 알게 된
법률회사
13%
이전부터 사업 등 현지 주재 아국인
관계로 알고 있던 (비건설분야 종
현지 건설기업
사) 지인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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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주재 아국인
(건설분야 종사)
지인
29%

5.

스폰서제도 관련 현지에서 조사하면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것은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마땅히
설문결과도움을
:

요청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한 점
17%

명확한 관련
법규와 담당기관
이 없는 점
83%
6.

현지 진출 아국 기업이 스폰서제도를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요
?

보통임
▷ 분석방법 선택문항
▷ 22%
설문결과
:

백분율

도움이 됨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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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지 주재 아국 공관 기관이 스폰서제도를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요
/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되지
도움이
:

않음
11%

도움이 됨
22%

보통임
67%

8.

스폰서 선정시 우선적 고려사항은

?

▷ 분석방법 답변 항목별 중요도 점수 분석
▷ 설문결과
:

비용

19

업무처리시의 참여도

14

현지평판

14

영향력

23
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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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25

9.

물색하고 있는 스폰서에 대한 신용조사 방법 및 조사할
방법은
?

▷ 분석방법 선택문항 지지도 분석
▷ 설문결과
:

현지 전문 신용조사
기관

4

진출 아국 건설기업
관계자에 문의

10.

5

0
1
2
3
5
스폰서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했거나
하고4 있는지요

6
?

▷ 분석방법 선택문항 지지도 분석
▷ 설문결과
:

보통임

6

3

기대함

0

1

2

3
- 346 -

4

5

6

7

11.

스폰서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했거나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

▷ 분석방법 선택문항 지지도 분석
▷ 설문결과
:

비자 발급 등 행정
업무 처리

1

프로젝트 정보 제공

12.

8

0
1
2
3
4
5
6
7
8
9
스폰서에 지급할
예정인
보수
지급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

월정액
11%
주기별(분기
또는 연간) 정액
25%

프로젝트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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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폰서에 지급하고 있는 보수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요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아니요
설문결과
:

22%

예
45%

보통임
33%
14.

스폰서에 지급할 보수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요
?

▷ 설문결과

※ 모든 설문 참여자가 단일 답변 선택
◦ 협의를 통해 조정함
15.

스폰서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분석방법 개별 주관식 설문
▷ 주요답변
:

※ 모든 설문자가 답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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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스폰서와 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약기간은 몇
년인지요
?

▷ 분석방법 선택문항 지지도 분석
▷ 설문결과
:

1년-2년

4

1년

4

0
17.

1

2

3

4

스폰서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지요

5

?

▷ 분석방법 선택문항 백분율
▷ 설문결과
:

보통임
44%
기대하고 있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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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스폰서가 귀사의 프로젝트 수행 및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요
?

▷영향을
분석방법미칠
선택문항
백분율
것으
▷로설문결과
생각하지 않음
:

22%

19.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생각함
78%

스폰서제도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출을 포기한 적이
있는지요
?

▷ 설문결과

※ 모든 설문 참여자가 단일 답변 선택
◦ 없음
20.

스폰서 물색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정부나 협회에 건의할
사항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분석방법 개별 주관식 설문
▷ 주요답변
:

◦ 현지 공관에 관련 상담창구 운영 필요
◦ 현지 스폰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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