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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장기 국가발전 전략 속에서 ICT산업 육성 노력 확대
○ 중동 주요국, 2020~2030년 달성 목표의 장기 국가비전제시 및 스마트 시티, 각종
서비스의 디지털화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노력 제고
- 사우디 Vision 2030 : 5천억 달러 규모의 NEOM신도시 개발
- 스마트 두바이 2021 : 두바이를 ‘진정으로 스마트한 도시’로 개발
- 뉴 쿠웨이트 2035 : 24만가구 수용가능한 신도시 10개 구축
- 요르단 REACH 2025 : 경제 및 주요 산업 분야의 디지털화
- 터키 2020-2023 국가 스마트시티 전략 : 주요 8개 도시 스마트 인프라 구축
- 카타르 스마트 TASMU : 5개 분야(교통, 물류, 환경, 보건, 스포츠) 디지털화
○ 중동에서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 GCC 및 이스라엘 주도의
5G 서비스 상용화 본격화
- 5G는 가상현실(VR : Virtual Reality),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인공
지능 등의 최첨단 서비스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 접목 수요 증대
○ 보건 의료 분야의 스마트 기술 접목
- 환자 원격 모니터링, 비대면 통한 만성 질환자 및 고령자 관리, 디지털 환자정보
관리 시스템 등 팬데믹 시대를 맞이한 다양한 ICT기술 수요 가시화
○ 언택트 시대 도래에 따른 교육과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
-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됨에 따라 이러닝(E-learning) 관련 콘텐츠, 스마트 기기 수요
급증
-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 통한 스마트 정부 서비스 제공, 핀테크 등 전자 결제 수단
의 디지털화 관련 이용 확대

○ 식량안보 이슈, 스마트팜으로 해결
- 혹독한 기후환경으로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중동 국가들의 경우 식량안보
차원의 스마트 온실, 수직농장, 지능형 관개시스템 등 첨단 ICT기술이 접목된 선진
농업 기술 도입에 적극적
■ 현지 혁신산업 투자 활성화 지원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필요
○ 현지 기업을 장기적 관점에서의 동반자적 협력의 대상으로 접근
○ 현지 직접 투자 혹은 현지 파트너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국내외 정책 지원 기관으
로부터 더 많은 금융 및 행정적, 제도적 혜택 수혜 가능
- 국방·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을 제외하면, 터키, 이스라엘, 요르단 등은 외국기업의
본토 단독 투자가 수월
- GCC국가들은 경제자유구역(Free Zone)내 외국기업 지분율 100%허용하나 본토 내
외국기업 단독 법인 설립은 조건부 허용

인사말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보건위기로 인해 우리는 전례 없는 비대면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간의 접촉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연결 서비스가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왔으며, 이는 비단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 교육, 정부서비스,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릅니다.

아직은 오일·가스가 주된 경제 원천인 중동 지역은 이번 팬데믹 사태로 사상 유래
없는 초저유가의 직격탄을 맞았으며 IMF의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MENA)의 경제성장률은 5% 마이너스 성장을, GCC산유국들은 마이너스 6%로
상황이 더욱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미 UAE나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등 대다수의 산유국들은 포스트 오일(Post Oil) 시대를 대비하고 산업을 다양화하기
위해 최대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와 연관
하여 스마트 신도시나 초고속 통신망 구축, 보건의료 향상 및 전자정부 구축, 식량
안보 해결 등에 대한 투자도 적극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대다수 중동 국가들은 탈 석유 및 산업다각화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실감
하게 되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ICT기술을 활용한 각 산업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
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있습니다. 온라인 및 디지털 기술을 통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그 중요성이 부각된 식량안보와 필수방역
제품의 제조와 관련해서도 혁신적인 ICT기술을 적용, 턱없이 부족한 공급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도 중동지역 곳곳에서 관측됩니다.

한국은 세계 정상급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기술은 물론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방역 모범국으로
전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염병 사태로 신음하고 있는 중동 각국도 이러한
한국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K-Pop과
K-드라마에 이은 K-방역이 중동 지역의 對韓 협력 확대의 기폭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New Normal)을 준비하기 위한 각종 스마트 기술 도입
수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KOTRA는 우리 기업들이 동 보고서를 통해 중동 주요국의 ICT분야 진출 환경과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이로서 현지 정부 및 민간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 기회를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2020년 11월

KOTRA 중동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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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무역관)

1

사우디 스마트 테크 육성 정책 개요

가. ICT 및 응용 산업 현황
■ 산업 규모 및 시장성

○ 산업 규모
- 2020년 사우디 ICT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8.9% 증가한 155억 9,300만 달러로 전망
- 2015년 저유가로 인한 정부예산 축소로 인해 2016년은 전년대비 10.4% 감소한 80억
9,900만 달러 기록
- 모하메드 빈 살만(MBS) 왕세자의 ‘Saudi Vision 2030’ 적극 추진으로 2017년 이후 ICT
시장 대폭 증가
- GDP 대비 ICT 산업비중 2016년 1.3% 기록 후 매년 증가 추세

사우디 ICT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GDP 중 ICT산업 비중

1.3

1.5

1.5

1.6

1.7

규모

8,099

10,515

11,495

12,483

15,593

증감률

▲10.4

29.8

9.3

8.6

8.9

자료원 : BMI

○ 산업 특징 및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
- ‘Saudi Vision 2030’ 일환, 정부 중심의 스마트 시티, 교육, 보건의료, 전자정부 등 다수
의 스마트 테크 프로젝트 추진

‘Saudi Vision 2030’(‘16.4.25 발표)
∙ 유가하락 기조에 대응하여 제1 왕위계승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MBS) 주도로 탈석유, 산업다각화를 위한
경제·사회 개혁 추진
- 주요내용 : 석유부문 의존 축소, 신재생 등 新성장동력 육성, 민간부문 성장, 중소기업 육성, 삶의 질
향상 등
* 新성장동력 : 조선, 신재생에너지, ICT, 관광, 방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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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시티) 국부펀드(PIF), ‘Saudi Vision 2030’ 핵심 기관으로 NEOM 신도시 프로젝
트 등 다수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추진
- (교육) 스마트 도서관,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
- (헬스케어) 건강보험 시스템 개선, 환자관리 시스템 구축 등
- (스마트 정부) 전자정부 구축 등을 통한 공공데이터 관리 등
- (핀테크)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 시스템 개발 등

사우디 ICT 산업별 발전 전략
구분

주요 국가 전략

연관 기술

관련 기관

스마트 시티

Saudi Vision 2030 정책 일환,
세계 100대 도시 3개 육성
(NEOM 신도시 포함)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물류, 스마트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국부펀드(PIF)

스마트 러닝

전국민 교육기회 제공,
스마트 러닝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도서관,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

교육부(MOE)

스마트 헬스케어

건강보험시스템, 병원정보 및
환자관리 시스템 등 공공의료
토탈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등

건강보험 시스템,
병원정보 및 환자관리
시스템

보건부(MOH)

스마트 정부
(보안, 관광포함)

(정부)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
(관광) 성지순례객 관리 효율성 증대

전자정부 구축, 관광객
출입국 관리 시스템 등

통신정보기술부(MCIT)
등

스마트 모빌리티

친환경 자동차 및 부품 기술개발 등

수소차, 연료전지 등

ARAMCO

스마트 팜

농업 생산 효율성 증대

스마트 전력,
스마트 수도

환경수자원
농업부(MEWA)

핀테크

Fintech Saudi Hub 구축
(King Abdullah Financial Center 등)

블록체인 등

사우디
중앙은행
(SAMA)

자료원 : 관련 기관별 홈페이지, BMI, Arab News

○ ICT 산업별 시장성
- (스마트 시티) NEOM은 Saudi Vision 2030의 핵심 프로젝트로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추진, 총 사업비 5,000억 달러
- (스마트 러닝) 코로나 이후 e-Leaning 플랫폼, 디지털 도서관 등 온라인 스마트 러닝
시스템 개발에 집중
- (스마트 헬스) 보건부(MOH) 중심으로 건강보험 시스템 개선, 환자정보 관리 시스템
등의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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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정부) 통신정보기술부(MCIT) 산하 전자정부 프로그램(Yasser) 전담기관 설치
하여 전자정부 구축 진행 중
- (Fintech) 사우디 중앙은행(SAMA) 주도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최근 핀테
크 개발 착수

사우디 ICT 산업별 시장성
구분

주요 발주처 및 프로젝트

비고

스마트 시티

∙ 발주처 : 사우디 국부펀드(PIF)
∙ 프로젝트 : NEOM 신도시 프로젝트

∙ 왕세자 추진 ‘Saudi Vision 2030’
핵심 프로젝트
∙ 총 사업비 5,000억 달러

스마트 러닝

∙ 주요 발주처 : 사우디 교육부(MOE)
∙ 프로젝트 : 디지털 도서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스
마트 스쿨 등

∙ 2020년 사우디 교육예산 : 총
514억 달러

스마트 헬스케어

∙ 주요 발주처 : 사우디 보건부(MOH)
∙ 프로젝트 : 건강보험시스템, 병원정보 관리 시스템,
스마트 병실 프로젝트 등

∙ 2020년 사우디 보건의료 예산 :
총 445억 달러

스마트 정부
(보안, 관광포함)

∙ 주요 발주처 : 통신정보기술부(MCIT)
∙ 프로젝트 : 전자정부 시스템 등

∙ 전자정부 구축 프로그램 전담기
관 Yasser 운영

∙ 주요 발주처 : 사우디 환경수자원농업부(MEWA)
∙ 프로젝트 : 수자원 인프라 개선, 스마트 전력 및 수
도 인프라 등

∙ 2020년 사우디 환경수자원농업
예산 : 총 260억 달러

∙ 주요 발주처 : 사우디 중앙은행(SAMA)
∙ 프로젝트 :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등

∙ 사우디 중앙은행(SAMA), 2018년
4월 ‘Fintech Saudi’ 정책 발표

스마트 팜

Fintech

자료원 : 발주처별 홈페이지, BMI, Arab News, MENAFN

■ 산업 인프라 현황

○ 하드웨어 인프라
- 모바일 서비스 이용 : World Economic Forum(WEF)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사우디의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 이용율은 세계 57위 수준이며, 1인당 1.2개의 회선을 사용
- 광통신 전용선 설치 비율 : 유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100명당 2.1명이며, 세
계 53위
- 공공분야에 대한 전자서비스 제공 : 전자정부 구축, 개인정보 통합시스템(Absher) 등을
운영 중이지만, 공공분야 전자서비스 제공율은 세계 64위로 높지 않음
- 5G기술 상용화 : 국영통신 사우디 텔레콤(STC)이 2019년 6월 사우디 5G 상용화를 발
표했으며, 이후 수도 리야드, 젯다 등 주요 도시에서 5G 테스트 활발히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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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5G 개발 동향
구분

사우디 텔레콤(STC)
Mobily
Zain
통신정보기술 위원회
(CITC)

주요 발주처 및 프로젝트

∙ 2019년 6월 5G 상용화 발표 후 리야드, 젯다 등에서 5G 테스트 진행
∙ 사우디 전역 2,000개 이상 기지국 구축 추진
∙ 리야드 수요 쇼핑몰 내 5G 도입 위한 기술개발 추진
∙ NEOM 신도시 국제공항 등 스마트 시티 5G 도입 계획
∙ 2018년 2월 3대 통신사에 차세대 고속 데이터용 주파수 배당
∙ 2019년 1월 4G 및 5G 용으로 2.3GHz, 2.6GHz 및 3.5GHz 대역을 각각 STC,
Mobily, Zain에게 할당

○ 소프트 인프라 * WEF 2019 국제경쟁력 지수 기준
- (요약) 노동력 다양성, 기업 성장성, 클러스터 개발 현황 등은 비교적 상위권 기록했지
만, GDP 대비 R&D 지출 1% 미만으로 높지 않은 수준
- 노동력 다양성 : 8위
- 혁신기업 성장성 : 7위
- 클러스터 개발 현황 : 14위
- 아이디어 수용성 : 24위
- 국민의 디지털 능력(컴퓨터 조작, 코딩 등) : 13위
- GDP 대비 R&D 지출 : 43위(0.8%)
○ 경영 및 투자 환경 * WEF 2019 국제경쟁력 지수 기준
- (요약) Saudi Vision 2030 중점 육성분야 중 ICT가 포함, 정부 차원의 ICT 기업지원
및 법 제도 마련이 활발하게 진행 중
- 정부 변화대응력 : 2위
- 디지털 신산업 관련 법체계 적응성 : 11위
- 정부 장기적 비전 : 2위
- 밴처캐피탈 가용성 : 12위
- 중소기업 자금조달 : 19위
- 재산권 보호 : 15위
- 지적재산권 보호 : 27위
○ 시장 성숙도 * WEF 2019 국제경쟁력 지수 기준
-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률 : 57위(인구 1명당 1.22개 회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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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이용 비율 : 53위
- 온라인 행정서비스 : 64위

사우디의 WEF 국제 경쟁력 지수 중 ICT 산업 관련 지표
대분류

세부 지표명

값

점수

랭킹

비고

Public-sector
performance

E-Participation / 0–1(best)

0.71

71.4

64

시장성숙도

Property rights

Property rights / 1–7(best)

5.7

78.9

15

경영 및 투자
환경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1–7(best)

5.3

71.7

27

경영 및 투자
환경

Future orientation
of government

Government's responsiveness to change
/ 1–7(best)

5.8

79.4

2

경영 및 투자
환경

Future orientation
of government

Legal framework's adaptability to digital
business models / 1–7(best)

4.9

65.3

11

경영 및 투자
환경

Future orientation
of government

Government long-term vision / 1–7(best)

6.2

87

2

경영 및 투자
환경

-

69.3

38

시장성숙도

122.6

100

57

시장성숙도

ICT adoption

Mobile-cellular telephone subscriptionsper
/ 100 pop.

ICT adoption

Mobile-broadband subscriptionsper
/ 100pop.

ICT adoption

Fixed-broadband Internet subscriptionsper
/ 100 pop.

5.6

11.3

89

하드웨어
인프라

ICT adoption

Fibre internet subscriptionsper / 100 pop.

2.1

-

53

하드웨어
인프라

ICT adoption

Internet users / % of adult population

93.3

93.3

13

시장성숙도

Skills of current
workforce

Digital skills among active population
/ 1–7(best)

5.3

72.1

13

R&D 및
인적자원 환경

Financial system

Financing of SMEs / 1-7(best)

4.7

61.9

19

경영 및 투자
환경

Financial system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 1–7(best)

4.4

57.1

12

경영 및 투자
환경

Entrepreneurial
culture

Growth of innovative companies / 1–7(best)

5.2

69.2

7

R&D 및
인적자원 환경

Entrepreneurial
culture

Companies embracing disruptive ideas
/ 1–7(best)

4.2

54

24

R&D 및
인적자원 환경

Interaction and
diversity

Diversity of workforce / 1–7(best)

5.5

75.5

8

R&D 및
인적자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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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세부 지표명

값

점수

랭킹

비고

Interaction and
diversity

State of cluster development / 1–7(best)

5.0

66.1

14

R&D 및
인적자원 환경

Interaction and
diversity

International co-inventions per million / pop.

1.03

21.8

46

R&D 및
인적자원 환경

Research and
development

Patent applications per million / pop.

6.46

36.9

40

R&D 및
인적자원 환경

Research and
development

R&D expenditures / % GDP

0.8

27.2

43

R&D 및
인적자원 환경

종합

36

자료원 : WEF Global Competitive Report 2019, 총 141개국 중 순위

사우디의 WIPO 국제 혁신 지수 중 ICT 산업 관련 지표
대분류

세부 지표명

점수

순위

Business environment

Ease of starting a business

0

129

Education

PISA scales in reading, maths & science

-

-

Tertiary education

Graduates in science & engineering, %

21.9

51

Research & development

Gross expenditure on R&D, % GDP

0.8

42

ICTs

ICT access

74.8

44

ICTs

ICT use

61.6

54

ICTs

Government’s online service

79.2

48

ICTs

-participation

71.4

65

General infrastructure

Electricity output, kWh/mn pop

10,681.8

12

General infrastructure

Logistics performance

44.3

54

Trade, competition & market scale

Intensity of local competition

74.8

29

Trade, competition & market scale

Domestic market scale, bn PPP$

1,856.9

16

Knowledge workers

-

37.3

63

Innovation Linkages

-

30.3

45

Knowledge absorption

-

35.4

55

Knowledge creation

-

12.8

63

Knowledge impact

-

26.5

104

Knowledge diffusion

-

11.8

93

Intangible assets

-

36.9

84

Creative goods & services

-

11.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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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세부 지표명

점수

순위

Online creativity

-

2.0

84

종합

61

자료원 :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2019, 총 129개국 중 순위

사우디의 CISCO 디지털 준비성 지수
지표명

참고지표

점수

랭킹

Basic Needs
/ 0–4 (best)

∙ Life Expectancy UN, 2017
∙ Mortality Rate (Under Age 5) UNIGME, 2017
∙ Population Using Safe Drinking Water Services World
Health Organization & UNICEF, 2015
∙ Access to Electricity World Bank, 2016

3.66

47

Business & Government
Investment
/ 0–3 (best)

∙ Foreign Direct Investment IMF, 2017
∙ Research & Development Expenditure UNESCO, 2017
∙ Investment Freedom Heritage Foundation, 2019

1.23

72

Ease of Doing Business
/ 0–4 (best)

∙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World Bank, 2019
∙ Rule of Law World Justice Project, 2019
∙ Logistics Performance Index–Infrastructure Rating World
Bank, 2018
∙ Time to Get Electricity World Bank, 2018

2.53

60

Human Capital
/ 0–4 (best)

∙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ILO, 2018
∙ Adult Literacy Rate UNESCO, 2017
∙ Education Index (Years of School) UN Development
Program, 2017
∙ Harmonized Test Score World Bank, 2018

2.46

78

Start-Up Environment
/ 0–3 (best)

∙ New Business Density World Bank, 2016
∙ Patents Granted & Trademarks Registered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17
∙ Venture Capital Investment & Availability Center for
American Entrepreneurship, 2017

0.38

59

Technology Adoption
/ 0–3 (best)

∙ Mobile Device Penetration ITU, 2017
∙ Internet Usage ITU, 2017
∙ Cloud Services (Spend, IT Forecast Data) Gartner, 2018

1.31

44

∙ Mobile Broadband SubscriptionsI TU, 2017
∙ Fixed Broadband Subscriptions ITU, 2014
∙ Secure Internet Servers Netcraft, 2018
∙ Household Internet Access ITU, 2017

1.83

35

Technology Infrastructure
/ 0–4 (best)

합계

50

자료원 : CISCO Digital Readiness Index 2019, 총 141개국 중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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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CT 산업육성 정책 및 우대분야
■ 사우디 ICT 산업육성 정책

○ 목표
- 사우디 통신정보기술부(MCIT), Saudi ICT Strategy 2023을 통한 ICT 산업 육성 추진
- Saudi Vision 2030 일환 개발지원, 교육제공, 펀드조성 등 ICT 기업지원 강화를 통한
하이테크 산업 육성
○ 주요내용
- ICT 산업 GDP 기여도 증대(향후 5년 동안 130억 달러 목표)
- 2023년까지 ICT 분야 사우디인 고용비율 50% 달성
- ICT 분야 여성 참여 확대
- ICT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업 확대
○ 우대분야
- Smart City, E-Government, E-Commerce, Digital Education, Digital Health, Industry
4.0, National Date 등

사우디 ICT 산업육성 이니셔티브

자료원 : 사우디 통신정보기술부(M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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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CT 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
■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 통신정보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Technology)
- 일반정책 수립 및 개발, 법 제정 등 사우디 ICT 산업 총괄
- 통신정보기술위원회(CITC), 전자정부 프로그램(Yasser) 등 운영
- 홈페이지 : www.mcit.gov.sa
○ 통신정보기술위원회(CITC)
- 통신정보기술부가 제정한 ICT 정책 시행 및 관리감독
- ICT 서비스 제공 관련 면허 발급
- ICT 서비스 관련 규제 및 근거 마련
- 국가 주파수 계획 수립 및 관리
- ICT 산업육성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등
○ 전자정부 프로그램(Yasser)
- 2005년 설립된 사우디 전자정부 구축 전담 기관
- 111개 이상의 정부 기관 네트워크 연결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2,000개 이상의 정부 서
비스를 전자화
- 사우디 노동부 실업급여 프로그램 Hafiz, 교육부 해외 장학금 신청 시스템 등을 구축
○ ARAMCO Waed 프로그램
- 2011년에 설립, 사우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육성 지원
- ICT 분야 스타트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분야는 관광, 보건의료, 신재생에너
지 등임
- 주요 지원내용은 회사설립 행정지원, 자본금 지원, 사업개발, 기술교육 및 인력양성 등
이 있음
- 2억 달러 규모의 밴처캐피탈을 운영, 스타트업 자금지원 확대 중
- 스타트업 1개사 당 자본금 지원 한도는 SAR 100,000
○ 국부펀드(PIF) Badir 프로그램
- 2008년 설립되어 리야드, 젯다, 담맘 등 주요도시 7개에 위치
- ICT 스타트업 지원을 전문으로 기술 인큐베이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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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지원, 사무공간 제공, 기술자문 및 마케팅, 멘토기업 발굴 등의 지원도 병행
- Soft Landing Program을 통해 외국 ICT 기업도 지원 가능

Badir Soft Landing Program 개요
구분

주요내용

지원분야

Healthcare, Pintech, Logistics 등 IT 분야

지원사항

∙ 현지 법인설립 등 법률지원 서비스
∙ 사무공간 제공
∙ 시장조사, 기술자문 및 마케팅, 현지 투자자 및 파트너사 발굴
∙ 운영자금 지원(기업선정 이후 별도 심사, 자격미달 시 미지원)

지원조건

∙ 자국 기업등록증 및 영업실적 보유
∙ 기술이전 협약 및 사우디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 약정
∙ 10인 미만 근무 및 300만 달러 이하 영업 실적

지원절차

∙ 온라인 지원(https://www.badir.com.sa/en/)
∙ 서류제출
- 자국 내 기업 등록증
- 사우디 스타트업 진출 계획
- 기업개요(사업분야, 영업이익 목표, 사업성과, 재무정보 등)
∙ 인터뷰 진행(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해 진행)

서류심사
평가표

∙ The company has a launched product?
∙ The company has existing sales.
∙ The company is willing to localize Saudi branch and increase jobs in KSA.
∙ The company is operating in an attractive Market.
∙ The company is operating in mother country.
∙ Company employee doesn’t exceeds 10 and revenues less than 3M USD a year.

자료원 : Badir 프로그램 홈페이지 및 KOTRA 리야드무역관 자체인터뷰

■ 주요 국부펀드

○ 사우디 국부펀드(PIF)
- 1971년 설립, 주로 국가 기간산업 투자 및 공기업 지주회사로 운용되었으나 2015년 이
후 민간 투자 확대
- 2015년 3월 각료이사회는 PIF의 감독권한을 재무부(MOF)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
자가 지휘하는 경제개발위원회로 이동
- 왕세자가 추진하는 Saudi Vision 2030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우버, 루시드모터
스 등 해외투자도 적극적
* 해외투자 : 우버(35억 달러), 루시드모터스(10억 달러) 등

❘ 12 ❘

PART 1.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무역관)

- ICT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Badir 프로그램 운영
- 에너지, IT, 식품, 부동산 등 산업 전분야 자회사 보유
* (에너지·제조) Sabic, Maaden, Taqa, Taqnia, Marafiq, Dussur
* (IT·통신) Saudi Telecom, Uber, Softbank / (식품) Americana Quality, Almarai
* (부동산·금융) National Commercial Bank, Alinma Bank, Blackstone

■ 정책금융 지원 현황

○ 사우디 산업개발기금(SIDF)
- 1974년 설립, 2019년 기준 약 280억 달러 기금 운영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 및 대출지원 업무 수행
- 2010-2019년 1분기까지 1,255건, 160억 달러 대출지원
- 한국기업 대상 총 8건, 14억 달러 대출지원 수행

사우디 산업개발기금(SIDF)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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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우디 스마트 테크 진출·협력 유망 분야

가. 스마트 러닝
■ 온라인 교육

○ 기술 도입 주요 트렌드
- 코로나로 인한 2020년 3월부터 휴교령, 초·중·고 및 대학교 등 전 교육기관 온라인 교
육으로 수업 대체
- 온라인 교육 진행에 따른 e-Learning 플랫폼 수요 증가
- 스마트 폰 및 태블릿 PC를 활용한 책자 제공, 수업진행 등
○ 기술 및 제품 수입/도입 현황
- 공공 교육기관 온라인 수업 진행을 위해 Zoom, Webex, Google Meet 등이 활용
- 2019년 기준 사우디의 컴퓨터 포함 자동자료처리기기(HS Code 8471) 수입액은 총 18
억 4,200만 달러이며, 전년대비 수입 증가율은 5% 기록
- 노트북 수입은 총 8억 4,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3% 증가

2019 사우디 온라인 교육 관련제품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HS code

품 목

2019년 수입액

전년대비
증가율

주요 수입 대상 국가

8471

자동자료처리기기

1,842

5

중국(62.9%), 미국(7.4%), 체코(7.1%),
한국(0.3%, 21위)

847130

노트북

844

13

중국(94.3%), 폴란드(2.4%), 한국(0.1% 24위)

847160

전자칠판

68

14

중국(70.7%), 인도네시아(6.4%), 미국(5.1%),
한국(1.7%, 6위)

852580

카메라

180

▲3

중국(44.7%), 미국(11.3%), 일본(6.9%),
한국(3.9%, 5위)

자료원 : ITC Trad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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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교육 플랫폼
- 코로나 이후 사우디 정부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Vschool.sa를 개발하여 국립 및 사
립학교에 제공

Vschool 온라인 교육 플랫폼

자료원 : Vschool.sa

- King Saudi University, Princess Nourah 등 사우디 주요대학50개 이상이 온라인 대학
을 운영
-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는 Doroob라는 자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며, 직업훈련
교육 제공. 코로나 이후 3월 동안 38,000명 이상의 수강생이 신규 등록할 정도로 큰
인기
○ 우리 기술·제품 진출 현황
- 현재까지 사우디 스마트 러닝 플랫폼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 없음
- 2019년 사우디의 對한국 전자칠판(HS Code 847160) 수입은 11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9% 증가
- 컴퓨터(8471), 노트북(847130), 카메라(852280) 등은 전년대비 수입액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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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한국 온라인 교육 관련제품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HS code

품 목

2019년 수입액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비중

8471

자동자료처리기기

4.9

▲9

0.3

847130

노트북

0.06

▲71

0.1

847160

전자칠판

1.1

9

1.7

852580

카메라

6.9

▲55

3.9

자료원 : ITC Trade Map

○ 제품수입 관련 규제
- HS Code 8471(자동자료처리기기), 847130(노트북), 847160(전자칠판), 852580(카메
라) 수입관세 없음
- 사우디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사우디 표준청(SASO) 인증을 취득필수, 인증은 수입안
전관리 프로그램(SABER) 홈페이지에서 진행

사우디 표준청(SASO) 수인안전관리 프로그램(SABER) 개요
구분

개요

세부내용

사우디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SABER를 통한 SASO 인증 필수

인증절차

∙ 제품인증서(PCoC)
① (수입자) SABER 시스템(saber.sa)에 기업 등록
② (수입자) 수입제품 기본정도 등록
③ (수입자) 제품인증서 발급 해외 대행기관 등록
④ (수입자) 제품인증서 수수료 납부
⑤ (대행기관) 제품 적합성 평가결과 SABER에 등록
⑥ (수입자) Saber 홈페이지에서 제품인증서(PCoC) 발급
∙ 선적인증서(SCoC)
① (수입자) 제품인증서, 인보이스, L/C(필요시) SABER 입력
② (대행기관) 수입자 입력정보 검토
③ (수입자) 수수료 납부 후 선적인증서 발급

필요서류

∙ 제품인증서(PCoC) : 제품정보(품명, 모델명, HS Code, 사진, 라벨링, 바코드), 위험분석보고
서, 사업자등록증, 품질증명서(ISO 9001 등), 제품설명서(아랍어 필수, 영어), 기술시험 성적
서, 사우디 에너지효율 인증서, 사우디 품질인증서 등
∙ 선적인증서(SCoC) :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L/C(필요시)

자료원 : SABER 담당자 인터뷰 및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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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정부
■ 전자정부 프로그램

○ 기술 도입 주요 트렌드
- 사우디 통신정보기술부(MCIT)는 2005년 전자정부 프로그램(Yasser) 전담기관 설립,
정부기관 행정업무 전자화 적극 추진
- 정부대 정부(G2G), 기업(G2B) 및 고객(G2C) 간 전자 정보를 시스템화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 출입국관리 시스템, 정부통합 전산센터 구축, 특허행정 시스템,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등 정부 행정업무 전자화 추진
- 국가개혁프로그램(NTP 2020)을 통한 UN 전자정부평가 30위, 국제정보공개지수 60위
달성 목표
○ 기술도입 현황
- (데이터통합센터) 통신정보기술부(MCIT) 내 정부 및 공공기관 데이터 통합센터 구축하
여 전자정보 데이터 통합 관리

사우디 정부 전자 데이터 통합 센터

자료원 : 사우디 전자정부 프로그램(Ya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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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통합 보안관리(Government Secure Network) 시스템 구
축하여 정부 데이터 보안 실행

사우디 정부 전자 데이터 통합 센터

자료원 : 사우디 전자정부 프로그램(Yasser)

- (Absher) 사우디 내무부(MOI)의 국민정보 관리 프로그램으로 내외국인 모두에게 서비
스 제공. 비자신청, 연장, 현지 거주증 신청, 차량등록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사우디 내무부(MOI) Absher 프로그램

자료원 : Saudi Expat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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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DAD) 사우디 중앙은행(SAMA)이 제공하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으로 민간기업 서비
스뿐만 아니라 전기세, 차량 범칙금, 우체국 이용료 등 공공서비스 행정비용 납부 가능

사우디 중앙은행(SAMA) SADAD 결제시스템

자료원 : Sadad

○ 한국과의 협력 동향
- 한국은 Saudi Vision 2030 5대 협력국가이며, 사우디 전자정부 협력센터 설립 지원은
양국 ICT 분야 중점 협력사업 중 하나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8년 5월 사우디 전자정부 프로그램(Yasser)와 정보화설계도
(EA) 업무협약 체결
-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데이터, 시스템, 정보기술 구성요소 정리, 상호관계 체
계화 등 전자정부 구축 주요기술 포함
- 신규 정보화사업 투자 심의 시 자원 중복, 공유가능 여부 확인 등 정보자원 최적화 기
술 또한 협력 예정
- 이 밖에도 한국-Saudi Vision 2030에 의거 전자정부 정책 및 경험 공유, 기술이전, 인력
양성 등이 활발하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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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 시티
■ NEOM, Qiddiya, Red Sea 등 신도시 프로젝트

○ 기술 도입 주요 트렌드
- Saudi Vision 2030 일환 NEOM 신도시, Qiddiya 엔터테인먼트, Red Sea 관광 등 국가
적 차원의 프로젝트 진행
- 한국 포함 미국 등 Saudi Vision 2030 중점협력 국가와 스마트 시티 기술협력 및 정책
공유 논의 중
- 스마트 인프라(5G 무선망, 통합정보센터), 서비스(실시간 교통정보, 공기질 정보 제공)
등 스마트 기술도입 추진

사우디 스마트 시티 주요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NEOM

규모

발주처

주요내용

5,000억 달러 사우디 국부펀드(PIF)

∙ 왕세자 추진 Saudi Vision 2030 중점 프로젝트
∙ 북서부 타북주 건설, 면적 26,500㎢(서울 44배)
∙ 에너지, 교통, 과학단지, 제조, 엔터테인먼트, 주거 등 도
시 전체에 스마트 기술 적용
∙ 신재생에너지로만 도시 운영, 아시아-아프리카 연결 King
Salman Bridge, 신공항, 관광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 등
추진 예정

40억 달러

Qiddiya Investment
Company

∙ 리야드 남서쪽 Qiddiya 지역에 총 면적 334㎢ 로 세계 최
대 엔터테인먼트 단지 건설
∙ 리조트, 놀이공원, 스포츠 경기장, 실내 스키장, 골프장
등 건설 예정
∙ 2030년까지 48억 달러 GDP 기여, 관광수지 300억 달러,
일자리 57,000개 창출 목표
∙ 삼성물산, 발주처와 Qiddiya 발주처와 도시개발 MOU 체
결. 5개 경기장과 공연시설 건설 및 IT 플랫폼, 보안시스
템 제공 예정

100억 달러

The Red Sea
Development
Conpany
(TRSDE)

∙ 사우디 서부 홍해연안 50개 섬에 관광단지 개발
∙ 호텔, 주거단지, 스마트 공항, 항구 건설 등
∙ 총 면적 28,000㎢, 주거용 42%, 엔터테인먼트 및 쇼핑
35%, 사무공간 12%, 호텔 11%
∙ 2018.12월 마스터 플랜 공개, 2019.7월 메인 컨트랙터 선
정(Archirodon Ltd) 선정

Qiddiya

Red Sea

자료원 : 각 발주처별 홈페이지,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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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스마트 시티 기술도입 전망
-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 생활 : 대기오염 정보 실시간 제공,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등
- 교육 : 온라인 교육 전용 스마트 스쿨, 전자도서관 등
- 모빌리티 : 교통정보 제공, 대중교통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 보안 : 도시 재난안전 통신망, AI기반 보안 솔루션 등
○ 프로젝트 추진 경과 및 경쟁 동향
- (NEOM) 2017년 10월, 사막의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사우디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포럼에서 왕세자가 직접 프로젝트 발표

NEOM 신도시 프로젝트 추진 경과
시기

주요내용

2020년 8월

NEOM 신도시 인프라 Management로 Bechtel社 선정

2019년 3월

담수화 프로젝트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로 AECOM社 선정

2019년 1월

정부, NEOM 마스터 플랜 승인

2018년 3월

사우디, 이집트와 100억 달러 공동펀드 설립

2017년 12월

Project Management Offce로 Buro Happold社 선정

2017년 10월

빈 살만 왕세자(MBS),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포럼 NEOM 발표

자료원 : 발주처 홈페이지, ARab News, Saudi Gazette 등 현지언론 종합

NEOM 신도시 프로젝트 조감도

자료원 : Ara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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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ddiya) 2017년 6월 프로젝트 발표, 글로벌 기업과 경기장, 공연시설, 놀이공원,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 협의 중

Qiddiya 관광 프로젝트 추진 경과
시기

주요내용

2019년 10월

삼성물산, Qiddiya와 경기장, 공연시설 건설 등 MOU 체결

2019년 9월

Sixflags社, Qiddiya 놀이공원 디자인 공개

2018년 8월

Project Management Office로 Parsons社 선정

2018년 5월

키디야 투자회사(Qiddiya Investment Company, QIC) 설립

2018년 4월

살만 국왕, 키디야 프로젝트 선포

2018년 4월

사우디 국부펀드 PIF, Six Flags와 테마파크 개발 협력 체결

2017년 10월

사우디 국부펀드 PIF, 키디야 프로젝트 로고 발표

2017년 6월

Six Flags, 사우디 정부와 테마파크 개발 협력 개시 발표

자료원 : 발주처 홈페이지, ARab News, Saudi Gazette 등 현지언론 종합

Qiddiya 프로젝트 현장

자료원 : Arab News

- (Red Sea) 2017년 7월 발표, 현재 근무자용 주거단지, 신공항 활주로 건설 등 도시 인
프라 프로젝트 활발히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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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Sea 관광 프로젝트 추진 경과
시기

주요내용

2019년 10월

홍해 관광단지 전용공항 활주로 공사 진행

2019년 7월

근무자용 주거단지 건설 착공(150객실 규모)

2019년 7월

메인컨트랙터 선정 완료(Archirodon Ltd社)

2018년 12월

홍해개발회사(TRSDC),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공개

2018년 10월

홍해개발회사(TRSDC) 설립

2017년 11월

사우디 국부펀드(PIF), 프로젝트관리사 선정(Arcadis社)

2017년 7월

빈 살만(MBS) 왕세자, 홍해 관광 프로젝트 계획 발표

자료원 : 발주처 홈페이지, ARab News, Saudi Gazette 등 현지언론 종합

라. 현지 산업 클러스터 현황
(1) 전체 클러스터 개황
사우디 클러스터 개황

□ 개발 현황
○ 사우디 정부는 산업 클러스터 전담 기관인 Industrial Cluster(IC)를 운영하며 전국 산업 클러스
터 개발 및 관리
○ Industrial Cluster(IC)는 자동차, 산업자재, 석유화학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점 육성 * ICT 전용 산업단지는 없음
□ 주요 관리 주체
○ MODON, Incudstrial Cluster 산하기관으로 공공 산업단지 관리감독
○ 토지계획 수립, 부지임차, 입주기업 관리 등 36개 산업단지 관리
□ 주요 클러스터 내역
순번

지역

산업지대명

설립연도

웬사이트

주요 제조 품목

1

리야드

Riyadh Industrial City

1973

modon.gov.sa/en

프로젝트 기자재,
자동차 부품 등

2

젯다

Jeddah Industrial City

1971

modon.gov.sa/en

고무제품, 식료품,
의료기기, 소비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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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지역

산업지대명

설립연도

웬사이트

주요 제조 품목

3

담맘

Dammam Industrial City

1973

modon.gov.sa/en

프로젝트 기자재,
석유화학, 금속제품 등

4

자잔

Jazan Industrial City

2009

modon.gov.sa/en

프로젝트 기자재, 석유화학,
섬유 등

5

타북

Tabuk Industrial City

2003

modon.gov.sa/en

석유화학, 섬유, 전력기자재 등

자료원 : MODON

□ 최근 변화 동향
○ 사우디 정부,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 산업단지 적극 육성
○ King Salman Energy Park, PlasChem Park 등 산업단지 조성 중

(2) 현지 주요 클러스터 현황
■ 리야드 산업단지(Riyadh Industrial City)
1) 단지 개요

○ 위치
- Downtown Riyadh on the Western Side of the dry port in Al-Malaz District

리야드 산업단지 1-2 지도

자료원 :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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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면적 : (단지 1) 500,000㎡ / (단지 2) 19,000,000㎡
○ 단지 구성 : 공장단지, 사무단지 등
○ 유치 업종 : 프로젝트 기자재, 자동차 부품 등
○ 입주 현황 : (단지 1) 공장 64개 등 / (단지 2) 공장 1,119개
2) 입지 여건

○ 인프라/교통 환경
- 사우디 수도 리야드 남쪽 25-40Km 지점에 위치, 공항까지 40Km, 리야드 기차역
10Km 이내로 접근성 우수
- 리야드 드라이포트 5Km 이내 위치
3) 산업 환경 : 창고, 사무공간 제공

4) 관리 기관 : MODON

5) 입주(투자) 조건

○ 제출서류 및 절차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공장건설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 사업추진 계획서 등
- (절차) MODON 홈페이지 가입 → 신청서 제출 → 기업등록증, 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
출 → 입주계획 세미나 개최 → 입주승인 → 공장건설 기간, 입주희망 기간 등 계약
체결
○ 임차료 : SAR 4-6 / sqm(1년) * 환율(고정) : USD 1 = SAR 3.75
○ 세금 혜택 : 없음
○ 자금 지원 : 없음
○ 기타 인센티브 : 산업용 전기, 수도세 적용

❘ 25 ❘

2020 중동 주요국 스마트 테크 수요와 진출 방안

6) 주요 입주 업체
회사 로고

회사명

웹사이트

사업분야

LG Shaker

www.shaker.com.sa

에어컨

Saudi American Glass

www.saglass.com

일사조정 특수유리,
방화유리, 건축유리 등

Riyadh Cables Group
Company

www.riyadh-cables.com

전선

Arabian Fiberglass
Products Company

www.aliaf.com

유리섬유

Saudi Verified Clay
Pipe Co.

www.svcp-sa.com

파이프

자료원 : 기업별 홈페이지

■ 젯다 1 산업단지(Jeddah 1st Industrial City)
1) 단지 개요

○ 위치
- South of Jeddah Province, East of Al-Rahmaniyah Market

젯다 1 산업단지 지도 및 전경

자료원 :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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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면적 : 12,000,000㎡
○ 단지 구성 : 공장단지, 사무단지 등
○ 유치 업종 : 고무제품, 식료품, 의료기기, 소비재 등
○ 입주 현황 : 공장 1,059개
2) 입지 여건

○ 인프라/교통 환경
- 사우디 제2도시 젯다市 남쪽 25Km 지점에 위치, 공항까지 45Km 이내로 접근 성 우수
- 젯다 항과의 거리 13Km로 물류여건 우수
3) 산업 환경 : 창고, 사무공간 제공

4) 관리 기관 : MODON

5) 입주(투자) 조건

○ 제출서류 및 절차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공장건설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 사업추진 계획서 등
- (절차) MODON 홈페이지 가입 → 신청서 제출 → 기업등록증, 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
출 → 입주계획 세미나 개최 → 입주승인 → 공장건설 기간, 입주희망 기간 등 계약
체결
○ 임차료 : SAR 4-6 / sqm(1년) * 환율(고정) : USD 1 = SAR 3.75
○ 세금 혜택 : 없음
○ 자금 지원 : 없음
○ 기타 인센티브 : 산업용 전기, 수도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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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입주 업체
회사 로고

회사명

웹사이트

사업분야

Al-Marai

www.almarai.com

주스, 우유, 요거트, 빵,
시리얼 등 식료품

Americana

www. americanafoods.com

육류, 어류 냉동식품, 빵,
과자 등 식료품

Gulf Pack

www.gulfpack.com.sa

포장재 및 포장용기

AVK Saudi Valves
Manufacturing

www.avksvmc.com

벨브, 파이프 등

자료원 : 기업별 홈페이지

■ 담맘 2 산업단지(Damman 2nd Industrial City)
1) 단지 개요

○ 위치
- South of Jeddah Province, East of Al-Rahmaniyah Market

젯다 1 산업단지 지도 및 조감도

자료원 :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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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면적 : 25,000,000㎡
○ 단지 구성 : 공장단지, 사무단지 등
○ 유치 업종 : 프로젝트 및 산업 기자재, 석유화학제품 등
○ 입주 현황 : 공장 1,056개
2) 입지 여건

○ 인프라/교통 환경
-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ARAMCO 본사 다흐란 서쪽 10Km에 위치
- 석유화학단지 및 프로젝트 밀집지역 담맘 남서쪽 30Km에 위치
- 담맘 포트 40Km, 바레인 국경 35Km 등 접근성 우수
3) 산업 환경 : 창고, 사무공간 제공

4) 관리 기관 : MODON

5) 입주(투자) 조건

○ 제출서류 및 절차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공장건설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 사업추진 계획서 등
- (절차) MODON 홈페이지 가입 → 신청서 제출 → 기업등록증, 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
출 → 입주계획 세미나 개최 → 입주승인 → 공장건설 기간, 입주희망 기간 등 계약
체결
○ 임차료 : SAR 4-6 / sqm(1년) * 환율(고정) : USD 1 = SAR 3.75
○ 세금 혜택 : 없음
○ 자금 지원 : 없음
○ 기타 인센티브 : 산업용 전기, 수도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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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입주 업체
회사 로고

자료원 : 기업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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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웹사이트

사업분야

Mitsubishi Hitach
Power Systems

www.mhps.com

발전 프로젝트

Metalok Engineering
KSA

www.metalokengineering.com

금속 및 발전기자재,
전력기자재 등

Saudi Mechanical
Industries

www.smi.com.sa

펌프, 벨브, 파이프 등
프로젝트 기자재

Saudi Paper
Manufacturing

www.saudipaper.com

산업용 종이, 화장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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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우디 스마트 테크 진출 전략

가. SWOT 분석
○ (강점) Saudi Vision 2030 일환 국가주도 하에 ICT 산업 육성 중이며, 한국은 Saudi
Vision 2030 5대 중점협력 국가 중 하나
○ (기회) 사우디 전자정부 프로그램, Qiddiya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에 한국 기관 및 기업
이 참가 중. 코로나 이후 K-방역 효과로 한국에 대한 선호도 증가
○ (약점) ICT 전문인력 및 인프라 부족. 사우디 텔레콤(STC) - 화훼이의 5G 기술교류 등
ICT 산업협력 강화
○ (위협) 유가회복 부진에 따른 정부재정 악화로 부가세(5→15%), 관세(1,390개 품목) 등
세금 인상으로 영업환경 악화.행정지연 사례가 빈번하고 업무처리 일관성이 낮음

Strengths

Opportunities

∙ Saudi Vision 2030 일환 국가주도 ICT 산업 육성
∙ 한국, Saudi Vision 2030 정책 중점 협력국가 * 협력
5대 분야 중 ICT 포함)
∙ ICT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투자 확대

∙ 한국, Saudi Vision 2030 중접 협력국가로 ICT 프로
젝트 참여 중
* 전자정부, Qiddiya 엔터 프로젝트 등
∙ 코로나 K-방역 이후 한국 관심 급증
∙ NEOM, Qiddiya, Red Sea 등 국가 주도 스마트 시
티 프로젝트 추진

Weaknesses

Threats

∙ ICT 전문인력 및 인프라 부족
∙ 외국 투자기업 혜택 및 제도 미비
∙ 화웨이 등 중국기업과의 협력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지속 및 유가회복 부진
으로 정부재정 악화
∙ 행정업무 지연 및 불투명 사례 빈번
∙ 부가세 3배 인상, 관세 인상으로 외국기업 영업환경
악화

나. 비즈니스 유형별 진출 전략
■ 기술·제품 수출

○ 유통구조 및 수출절차
- (유통구조) 사우디 제품수입 및 유통은 에이전트를 통해 진행
- 에이전트는 인증취득, 제품수입 및 재고관리, A/S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에 진출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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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
- 따라서 공공기관, 주요 통신사(STC, Mobily)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정상태가
양호한 에이전트 발굴 필요
- 에이전트 독점 계약은 업무 수행능력 검증 후 결정이 바람직
- 사우디는 3개의 시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서로 다른 에이전트 발굴 노력 필요
* (중부지역) 리야드市 / (서부지역) 젯다市 / (동부지역) 담맘市

○ 필수 인증 취득 정보
- 전기전자 제품 수입 시 사우디 표준청(SASO) 인증 필수
- 표준청(SASO) 인증은 사우디 수입안전관리 프로그램(SABER)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
능하며 현지기업만 수행 가능
* SABER 홈페이지 : https://saber.sa/

- 현지기업은 수입제품 SABER 등록 진행 시 홈페이지에서 한국 대행기관을 지정, 한국
수출기업은 지정된 대행기관을 통해 SABER 등록 필요서류 제출
* 인증 대행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Intertek Korea 등 한국인
정기구(KOLAS) 등재 기관

- SABER 등록은 제품인증서(PCoC)와 선적인증서(SCoC) 발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SABER 등록은 매 선적 시마다 진행해야 하며, 제품의 수량과 관계없이 1회 선적 분량
에 대해 1건의 인증서만 발행

수입안전관리 프로그램(SABER)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제품인증서(PCoC)
발급 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수입업자)
(수입업자)
(수입업자)
(인증기관)
(인증기관)
(수출업자)
(인증기관)
(수입업자)

선적인증서(SCoC)
발급 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수입업자) SABER에 온라인 선적인증서(SCoC) 발급 신청
(인증기관) 제품에 대한 제품인증서(PCoC) 유효여부 확인
(인증기관) 선적물품 확인
(인증기관) 제품인증서(PCoC), 인보이스정보(날짜, 금액, 수량, 총액 등) SABER에 등록
(수입업자) 선적인증서(SCoC) 수수료 납부
(수출업자) SABER 통해 온라인으로 선적 인증서(SCoC)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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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ER에 제품 정보 등록
SABER에서 인증기관(Certificate Bodies, CB) 선정
PCoC 수수료 납부
SABER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입업자의 요청 확인
수출업자에 인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 요청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공
제품 서류 SABER에 등록
SABE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품인증서(PCoC)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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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구비서류

∙ 제품인증서(PCoC, Product Certificate of Conformity)
① 제품 기본정보(품명, 모델명, HS Code, 사진, Rating Label, Barcode 등) ② 제품
위험분석 보고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품질증명서(ISO 9001 등), ⑤ 제품 설명서(아랍어 필수 및 영어), ⑥ 기술시험 성적서
∙ 선적인증서(Shipment Certificate of Conformity)
① Commercial Invoice, ② Packing List, ③ L/C(해당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SASO 인증 취득을 위한 SABER 등록은 사우디 기업만 가능
* 수입업체 SABER 상 한국 대행기관 지정 필수
∙ 제품인증서(PCoC) 유효기간 1년
∙ 선적인증서(SCoC)는 단일 선적용(1회용)
∙ SABER 등록 제품과 사우디 포트 도착 제품이 동일해야함
* 선적 전 검사로 확인

자료원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Intertek Korea,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 금융 조달 방안(바이어 측면)
- 사우디 중소기업은 정부 공공기금 대출지원 서비스 활용 가능

중소기업 대상 주요 대출지원 서비스
이름

세부내용

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

∙ 사우디 산업 전 분야 담보대출 서비스 제공
∙ 상환기간 최대 20년
∙ 프로젝트 지역에 따라 사업비 대비 대출비율 60-75%
∙ 해외기업 법인은 사우디 파트너사 지분 25% 이상 필수

Kafalah Program

∙ 사우디 재무부(MOF)의 대출보증 프로그램
∙ 연매출 5,300만 달러(SAR 20억) 미만 기업만 지원 가능
∙ Saudi Vision 2030 프로젝트 참가기업 우대
∙ 시중 민간은행을 통해 지원가능
∙ 2020년 이후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점 지원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nd

∙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HRDF)의 급여지원 프로그램
∙ 중소기업 재직중인 사우디인 급여 1년 간 30% 보전
∙ 사우디 법인보유 해외기업도 지원 가능

자료원 : 서비스별 홈페이지

○ 유의사항
- 사우디는 에이전트를 통한 수입 및 유통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능한 에이전트 발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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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 에이전트 계약 체결 시 다른 에이전트와 업무 진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 업무 수행능력 검증 후 결정
* 독점계약 파기는 상호간의 합의가 필수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후 바이어 업무태만, 잠적 등의
문제발생 시 해결방법 모색 애로

- 사우디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ICT 기기 포함)은 수입안전관리 프로그램(SABER) 등록
을 통한 사우디 표준청(SASO) 인증 필수이므로 제품 수출 전 인증정보 사전조사 철저
필요
■ 해외 직접투자
1) 단독투자

○ 개요
- (개요) 사우디는 외국기업의 오일, 방산, 미디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100%
지분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 제한분야 : 오일, 가스, 방산, 보안, 성지순례 사업, 방송, 대중교통, 병원 등

외국기업의 사우디 100% 지분투자 주요 조건
번호

세부 내용

1

모기업이 자국 증권거래소에 상장

2

최근 2년 간 매출 1,866만 달러(SAR 7,000만) 이상

3

총 자산 2,666만 달러(SAR 1억) 이상

4

최근 1년 순이익이 1,333만 달러(SAR 5,000만) 이상

5

자국 이외 지역에 3개 이상 법인 또는 지사 보유

6

모기업 종업원 10,000이상

자료원 : 사우디 투자청(MISA)

○ 방법, 절차
- 사우디 투자허가서 취득, 법인등록, 일간지 공고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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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법인설립 주요 절차
번호

구분

세부 내용

담당기관

1

투자허가 신청

∙ 필요서류 : 법인설립 목적, 회사정관, 사우디 투자 의결서
(이사회 의견), 한국 사업자 등록증, 법인 대표자 임명 결
의서 및 위임장 등
* 모든 서류는 한국 공인기관 영문 확인서, 상공회의소
확인서, 주한 사우디 대사관 인증 필요

사우디
투자부

2

법인등록 신청

∙ 필요서류 : 투자허가증, 법인정관, 동일 상호 사우디 미등
록 확인서, 자본금 납입 증명서 등
* 투자허가 승인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필요

사우디 상무부

3

법인등록증 발급

∙ 사우디 관보(Saudi Gazette) 또는 Arab News 등 일간지
에 법인설립 공고 게재

사우디 상무부

4

법인등록

∙ 필요서류 : 사무실 계약서, 법인장 신분증, 파트너사(있을
시) 신분증 등
∙ 등록 수수료 : SAR 1,000 – 1,000
* 투자형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 차등

상업등기소

5

상공회의소 등록

∙ 회원 수수료 : SAR 1,000 – 10,000
* 투자형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 차등

관할지역 상공회의소

6

기타

∙ (노동부) 법인장 노동비자, 거주허가증 발급 등
∙ (보험공단) 종업원 산재보험 가입 등
∙ (국세청) 법인 등록

노동부, 보험공단,
국세청 등

자료원 : 사우디 투자청, 상무부,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 유의사항
- 현지인 의무고용 제도(Nitaqat) 준수 필요하며, 미준수 시 비자발급 제한 등 정부 혜택
차등 지원

IT분야 현지인 의무고용(Nitaqat) 비율
(단위 : %)
구분

Red

Yellow

Low Green

Medium Green High Green

Platinum

기업규모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Small

0

10

11

19

20

27

28

37

38

55

56

100

Medium A

0

18

19

28

29

35

36

45

46

63

64

100

Medium B

0

18

19

31

32

38

39

48

49

66

67

100

Medium C

0

18

19

34

35

41

42

51

52

69

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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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ed

Yellow

Low Green

Medium Green High Green

Platinum

기업규모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Large

0

21

22

37

38

44

45

54

55

72

73

100

Mega

0

21

22

40

41

47

48

57

58

75

76

100

자료원 : Nitaqat Program

- 현지인 고용 비율을 점수화 하여, Platinum, Green, Yellow, Red 등으로 등급 구분

사우디인 의무고용 제도(Nitaqat) 등급별 인센티브 및 제재
등급구분

주요 인센티브 및 제재

Platinum

1.
2.
3.
4.
5.
6.

모든 국적 근로자 자율 채용
비자발급 과정 간소화
사우디인으로 한정 분야 제3국인 채용 가능
前사업장 동의 없이 Yellow, Red 기업 내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능
사업자등록증 등 면허갱신기간 연장
종교세 납부기한 유예 등

High and Medium
Green

1.
2.
3.
4.

두 달에 한 번 신규 외국인 채용비자 신청 가능
외국인 근로자 비자기한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비자갱신 간소화
前사업장 동의 없이 Yellow, Red 기업 내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능
종교세 납부기한 유예 등

Low Green

Yellow

1. 취업 허가증 갱신 신청 가능
2. 종교세 납부기한 연장
3. 신규 외국인 채용비자 신청 제한
1.
2.
3.
4.

신규 외국인 채용비자 신청 불가
6년 이상 근무 외국인 비자갱신 불가
신규 외국인 채용비자는 기존직원 2명 퇴직 시 1명 신청 가능
타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불가 등

자료원 : Nitaqat Program

2) 합작투자

○ 개요
- 현지 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과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임
시법인(Temporary Commercial Registration) 형태가 대표적임
○ 방법, 절차
- (합작법인) 단독투자 방법과 유사하며, 투자허가서 신청, 법인등록 진행 시 현지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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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서류 준비 필요
- (임시법인) 정부 또는 민간발주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법인으로 프로젝트 수주 이후
임시법인 설립 진행 가능
* 합작투자 법인설립 절차, 필요서류 등 세부내용은 단독투자 내용 참고

○ 금융 조달 방안
- 사우디 산업개발기금(SIDF), 재무부 Kafalah 프로그램 등 정부 대출보증 프로그램 활
용 가능
* 금융지원 서비스별 세부 내용은 비즈니스유형별 전략 참고 요망

3) 인수합병

○ 개요, 방법, 절차 등
- Saudi Capital Market Authority, M&A 승인 및 관리감독 전담기관
* 홈페이지 : https://cma.org.sa/

- 사우디 회사법(Company Law) 161조에 의거, 양도인은 이사회를 통해 기존 주주들에
게 인수합병 조건 승인을 득해야 함
- 양도 기업 이사회의 인수합병 승인 후 양도, 양수 기업은 인수합병 계획서를 공동으로
작성 및 승인 필요
- 해당 계획서에는 인수합병 절차, 주식 매수 금액, 인수합병 후 기존 주주의 지분 구조,
개정 또는 신규작성 정관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며, 양수
- 인수합병 결과 공표는 양수인이 양도기업 지분의 90% 이상을 매입한 이후부터 가능
■ 전략적 제휴
1) 기술 라이선스

○ 개요, 방법, 절차 등
- (특허권) 신청서류, 기술서류 등 모든 서류는 아랍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특허권은 출원
일로부터 15년 동안 유지 및 1회에 한해 5년 연장 가능함. 퇴직 후 2년 이내 특허 출원
을 신청한 경우 사업장 재직 중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간주함. 외국인은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만 특허를 출원할 수 있음. 특허권 취득 이후 2년 이내 산업에 적용되어야 하며,
산업적용 기간은 1회, 2년 연장 가능. 2년 내 산업 미적용의 경우 특허권 자동 취소
- (상표권) 상무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상표보호기간은 10년이며 연장 가능함. 상표권은
❘ 37 ❘

2020 중동 주요국 스마트 테크 수요와 진출 방안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인 전용권, 제3자의 등록상표 사용 금
지권을 보장함. 상표권 등록 후 소유자가 5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사기 및 허위일
시 이해당사자의 상표권 취소 신청 가능함. 외국기업은 변호사 등 현지 대리인을 통해
상표권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신청 서류는 아랍어로 작성되어야 함.
2) 현지 위탁생산

○ 방법, 절차 등
- 현지 위탁생산(OEM) 절차는 크게 ① 위탁생산 현지 에이전트 발굴 및 계약 체결 ②
생산제품 지적재산 소유권 협의 ③ 생산제품 A/S 등 기술지원 협의 ④ 제품 현지 유통
및 판매 에이전트 계약 체결(생산기업 또는 제3기업) ⑤ 생산공장 건설 ⑥ 생산 및 유
통임
- 현지 위탁생산(OEM) 공장 대부분은 임대료, 전기, 수도세 등 운영비용이 저렴한
MODON 산업단지 내 위치

MODON 산업단지 부지확보 및 계약절차
번호

세부 내용

1

∙ MODON 홈페이지(www.modon.gov.sa)를 통해 부지 신청
- 투자승인을 받은 도시와 동일한 곳에 위치한 산업도시 부지 신청
-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Industrial License 필요

2

∙ 승인 완료 후 신청 산업단지 내 부지 확보
- 부지는 15일간 확보되며, 15일 이내 임대비 등 관련비용 납부

3

∙ MODON, 부지 할당 승인서류 발급

4

∙ 건설 예정 공장도면 제출

5

∙ MODON, 공장도면 검토 및 승인

6

∙ MODON – 투자자 간 계약 체결

7

∙ MODON, 건축허가 발급

자료원 : MO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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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지 지원기관 및 수요기업에게 듣는 진출 노하우
바이어에게 듣는 사우디 진출 노하우
업체명

Ahmed Abdul Wahed Trading
Company

인터뷰 응답자

Mr. Ameen Abed
(Brand Manager)

취급품목

전자 제품

유형

제품 수입

진출 노하우

∙ 전자제품 시장 동향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 되면서 스마트 러닝 제품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디지털 칠판, 웹캠, 블루투스 스피커, 마이크 등 하드웨어 기기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스마트 러닝 플랫폼 개발을 위해 노력중임. 중국산 제품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삼성, LG로 인해 한국 제품은 프리미엄 제품 이미지가 강함. 당사는 전자제
품 수입 및 유통 업체로 삼성, LG 등 대기업 포함 중소기업 전자제품 수입 경험이 있음.
∙ 한국기업에 대한 의견 및 제언 : 중국 저가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산 제품
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사우디 거래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사우디 표
준청(SASO) 인증 정보를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 있음. 중소기업과 제품수입 계약 체결 후 인
증 지연으로 수입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음.

ICT 관련 기관에게 듣는 사우디 진출 노하우
기관명

Yasser
(전자정부 프로그램)

인터뷰 응답자

오승운 박사

산업 분야

ICT

유형

정부·유관기관

진출 노하우

∙ 사우디 전자정부 시장 동향 : Yasser는 사우디 통신정부기술부(MCIT) 산하 전자정부 전담기
관으로 2005년에 설립됨. 전자정부 구축은 빈 살만(MBS) 왕세자가 추진하는 ICT 산업 육성
중 하나이며, 한국-사우디 Vision 2030 프로젝트에도 포함되어 있어 양국 협력이 활발하게 진
행 중.
∙ 한국기업에 대한 의견 및 제언 :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절차가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음. 사업
계획서나 제안요청서(RFP)를 입수했을 지라도 사업존재 여부 철저한 검증 필요. 한국 공공부
문 정보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가 사우디와 다르다는 점도 유의 필요. 한국과 다르게 사우디는
JAVA 컴포넌트 기반 SW 개발 프레임워크가 많이 도입되어 있지 않음. 또한 개발 프로세스도
폭포수 모델(Waterfall)이 아닌 애자일(Agile) 모델이 더 많이 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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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A사의 사우디 진출 성공 사례
생산제품

헬스케어 솔루션

설립년도

1997

위치

서울

고용인원

500

성공요인

∙ A사는 1997년에 설립한 헬스케어 솔루션 회사로 질병분석, 미래질병 예측 등의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제공
∙ 2018년 사우디 헬스케어 전시회 참가 이후 리야드 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참가, 수도 리야드와
제2도시 젯다 국립 및 대학병원 파트너사 발굴하여 유전자 분석 서비스 제공
∙ Saudi Vision 2030 일환 보건의료 육성 정책을 이용, 사우디 유력 대형병원과 NEOM 스마트
시티에 유전자 분석 R&D 센터 건설 추진
∙ 철저한 기한준수와 정확도 높은 유전자 분석 결과 제공, R&D 센터 건설 추진을 통한 정부의
현지화(Localization) 정책 적극 활용이 사우디 진출 성공요인으로 분석

기타제언

∙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등 계약 조건의 성실한 이행, 문제발생 시 현지 출장을 통한 사후 A/S
제공이 중요
∙ 정부의 현지화(Localization) 정책 강화로 현지 투자진출 시 국립병원 등 공공기관 사업 참여
기회 증가

B사의 사우디 진출 실패 사례
생산제품

의료기기

설립년도

2004

위치

청주

고용인원

40

실패요인

∙ 바이어는 안과용 의료기기 수입을 위해 한국의 B사를 이메일로 접촉
∙ B사, 수 개월 이메일 교신 이후 사우디 시장진출 결정
∙ B사, 바이어의 지속적인 요구로 독점 에이전트 계약 체결
∙ 의료기기 수입은 사우디 식약청(SFDA) 인증이 필수이며, 인증은 사우디 기업만 수행가능하고
6개월 이상 소요
∙ 사우디 식약청(SFDA) 인증이 지연되자 바이어 잠적, 1년 이상 사우디 사업 추진 중단

기타제언

∙ 에이전트 계약은 최소 1년 이상 바이어 업무수행 능력을 확인한 후 결정
∙ 독점 에이전트 계약 체결은 필수가 아니므로 가능 시 2-3개의 바이어 업무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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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자료

가. 현지 파트너십 희망 기업/단체 리스트
산업 분야

스마트 시티, 스마트 정부 등

생산 품목

IT 소프트 웨어 및 인프라 구축

업체명

ELM Information Security Company

설립년도

1986

매출규모

비공개

고용인원

2,000명 이상

홈페이지
주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www.elm.sa
Al-Thaghr – Al-Nakheel District, Digital City 6614, Unit No. 2, Riyadh 12382 – 4182, Saudi
Arabia
+966-11-288-7444
info.elm.sa

한국과의
희망
협력 형태

∙ 여성운전 허용 이후 운전면허 발급 희망자 대폭 증가
∙ 스마트 운전교육 센터 및 운전면허 시험장 프로젝트 추진 중으로 관련 IT 소프트웨어 및 인프
라 구축 한국기업과 협력 희망
∙ 사우디 현지화(Localization) 정책 강화로 JV 등 사우디 투자진출 희망 한국기업 물색 중

비고

∙ 사우디 국부펀드가 출자한 기업으로 사우디 최대 IT 기업
∙ Saudi Vision 2030 정책에 따라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선도기업
∙ 외국인 거주증 발급 시스템, 비자신청 시스템 등 사우디 전자정부 인프라 프로젝트 다수 참여

산업 분야

스마트 시티

생산 품목

보안 시스템

업체명

Advanced Electronics Company

설립년도

1988

매출규모

5억 달러

고용인원

1,000명

홈페이지
주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한국과의
희망
협력 형태
비고

www.aecl.com
King Khalid International Airport, Industrial Estate P.O. Box 90916, Riyadh 11623, Saudi
Arabia
+966-11-220-1350
info@aecl.com
∙ NEOM 스마트 시티 항공 및 교통 보안 ICT 프로젝트 참여 계획
∙ 정부 및 산업시설 보안 시스템 개발가능 한국기업과 협력 희망
∙ 국방, 항공우주, 정보통신기술, 에너지보안 등 IT보안 전문기업
∙ 프로그램 설계, 시스템 개발 및 교육 등 IT 토탈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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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

스마트 러닝

생산 품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업체명

Nour Smart Solutions

설립년도

1989

매출규모

비공개

고용인원

200

홈페이지
주 소

www.nss.com.sa
P.O.Box 21557, Riyadh 11485, Saudi Arabia

대표 전화번호

+966-11-472-8900

대표 이메일

info@nss.com.sa

한국과의
희망
협력 형태

코로나19 이후 초중고 온라인 학습 증가로 대화형 스마트 보드, 교육 소프트웨어, 온라인 스터
디 시스템 등 스마트 러닝 제품 및 프로그램 공급 협력업체 발굴 희망

비고

보안 솔루션, RFID 및 Wifi RTLS 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경험도 보유하고 있음

나. 자금 조달 가능 기관 리스트
산업 분야

ICT 포함 전분야

유형

국부펀드

기관명

사우디 국부펀드(PIF)

설립년도

1971

자금운용규모

4,000억 달러

고용인원

비공개

홈페이지
주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자금 지원
영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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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if.gov.sa
Al-Raidah Digital City, Al-Nakheel P.O. Box 6847,
Riyadh 11452, Saudi Arabia
+966-11-405-0000
홈페이지 내 E-mail 문의 서비스 활용
∙ 기술 구입 자금 융자
∙ 기술 직접 도입 및 개발 투자
∙ 스타트업, JV 등 지분 투자 등
∙ 1971년 설립, 초기에는 공기업 지주회사로 주로 운용
∙ 1980년대 이후 국가 기간산업 투자 확대
∙ 빈 살만(MBS) 왕세자 집권 후 2016년부터 해외투자 대폭 확대
∙ 우버(35억 달러), 테슬라(17-29억 달러), 루시드모터스(10억 달러) 등 지분투자 했으며, 코로
나19 이후 크루즈 운영사 카니발, 토탈, 로열더치셸 등 해외 지분투자 급증

PART 1.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무역관)

산업 분야

ICT 포함 전분야

유형

정책금융

기관명

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

설립년도

1974

자금운용규모

280억 달러

고용인원

900

홈페이지
주소

www.sidf.gov.sa
6445 King Abdulaziz Road, Al-Dhubbat District, Unit No.1,
Riyadh 3975-12627, Saudi Arabia

대표 전화번호

+966-11-825-1555

대표 이메일

info@sidf.gov.sa

자금 지원
영역

비 고

∙ 프로젝트 파이낸싱
∙ 법인설립 자본금 지원
∙ 스타트업, JV 등 지분투자 등
* 지원한도 : (일반산업) 총액의 50% / (유망산업) 60-75%
∙ 1974년 설립,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출지원 업무 수행
∙ 2010-19년 1분기까지 1,255건, 160억 달러 대출 수행
∙ 한국기업 대출 지원은 누적기준 총 8건, 14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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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AE 스마트테크 육성 정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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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AE 스마트테크 육성 정책 개요

가. ICT 및 응용 산업 현황
■ 국가 산업 구조 및 특징

○ 산업 규모 / 개요
- (좁은 범위의 IT시장)2020년 UAE에서의 IT분야 지출은 전년대비 6% 늘어난 276억 디
르함(미화 약 75억 달러 상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1)
* 2024년까지 시장 규모가 360억 디르함(미화 약 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 (UAE GDP 중 ICT산업)2019년 기준 UAE의 총 GDP 중 ICT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9%로서, 이는 약 121억 7,300만 달러로 환산이 가능

UAE ICT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GDP 중 ICT 산업 비중

2.9

3.1

3.0

2.8

2.9

규모

10,328

10,936

11,562

11,801

12,173

증감률

4.8

5.9

5.7

2.1

3.2

자료원 : National Account Estimates 2010-2019 (UAE 통계청), 2019년도 값은 예상치

- UAE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경쟁력 지수 ICT 적용 분야에서 세계 2위
를 차지, 특히 인구 100명당 모바일 광대역 구독자가 세계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년비(6
위) 상향 조정
* 한국은 2018, 2019년 동 지수 세계 1위

- 2019년 5월 30일 중동아프리카(MENA)지역에서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 초고속 인터넷·모바일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음.
* 기존 4G기술 대비 20배 더 빠르며(초고속) 통신 응답의 지연속도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저지연성)
5G기술은 가상현실(VR : Virtual Reality),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 등의 최첨단 서
비스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

1) Fitch Solutions, United Arab Emirates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 3Q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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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국가 비전(UAE Vision 2021, UAE Centennial 2071) 실현을 위해 블록체인
(Blockchain),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ICT 분야 발전에 적극적으로 투자 중

주요 산업별 GDP 비중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 : UAE 통계청 (2019년은 예상치)

- UAE 정부는 ICT분야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국가전략 수립 및 기술 도입을 시도하고 있
으며, 특히 스마트 시티, 스마트 러닝,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정부,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팜 등의 ICT연계를 통한 산업 다각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UAE ICT 산업별 발전 전략
구분

주요 국가 전략

연관 기술

관련 부처

스마트
시티

두바이 스마트 시티2)(2013)
스마트 두바이 20213)(2014)
두바이 플랜 20214)(2014)

1. 무료 Wi-Fi 중계기
2. 5-D 통제실(서비스지표, 도로, 날씨환경, 응급상
황 및 정부 프로젝트 현황 파악)
3. Smart metres and smart power grid
4. QR codes to locate addresses(Makani)

두바이 정부
(스마트두바이청),
두바이 미래 재단

2) https://u.ae/en/about-the-uae/digital-uae/smart-dubai
3) https://2021.smartdubai.ae/smart-mobility
4) https://www.dubaiplan2021.ae/dubai-plan-2021/
5) https://u.ae/en/about-the-uae/strategies-initiatives-and-awards/federal-governments-strategie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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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스마트
러닝

주요 국가 전략

The UA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5)(2017)

증강 교육(Augmented Learning)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Global
Initiatives6)(2015)

1. 이러닝 (Madrasa)7)
2. 코딩 (One Million Arab Coders)

관련 부처

연방 내각미래부
The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Global Initiatives
재단

UAE Centennial 20718)(2017)

인간 인지 능력 향상(Cognitive Human Enhancement)
* 뇌, 신경과학, 인체증진 분야연구

연방 내각, 두바이
미래재단
* Area 2071

Innovation Health Strategy9)
* UAE Vision 202110)(2014)

1. 로봇 수술 및 원격진료(Robotic surgery and
telemedicine)
2. 제약 및 바이오기술산업
3. 당뇨 및 비만 예방 연구
4. 건강 시스템 관리 기술
5. 예방목적의 스마트 기술
6. 운동 장려위한 혁신적 방법의 시설 디자인

연방 보건예방부

The UA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11)(2017)

1. 개인맞춤의료(Genomic Medical Tourism 등 포함)
2. 로보케어(원격 로봇 의료서비스, 나노봇(Nanobot),
의학용 코봇(Cobot))
3. 커넥티트 케어 (웨어러블&임플랜터블)

연방 내각미래부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정부
두바이 스마트 시티12)(2013)
(보안, 스마트 두바이 202113)(2014)
유틸리티 두바이 플랜 202114)(2014)
포함)

두바이 스마트 시티15)(2013)
스마트 두바이 202116)(2014)
두바이 플랜 202117)(2014)
스마트
모빌리티

연관 기술

두바이 자율주행 운송
전략18)(2017)
아부다비 지상 운송
마스터 플랜
(Surface Transport Master
Plan, STMP)19)(2009, 2015)

1.
2.
3.
4.
5.

데이터 축적
인공지능
블록체인
페이퍼리스 정부
Dubai NOW 어플(스마트 정부 서비스 이용 모바
일앱)
6. Happiness meter
1.
2.
3.
4.
5.
6.
7.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Smart Parking
Smart Nol Card
Environment-friendly electric bikes for patrolling
Smart Car Rental Service
Live traffic monitoring
RFID (Salik)

스마트 두바이청
(Smart Dubai
Department)

두바이
도로교통청(RTA)

자율 주행차량
1. 대체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활용 대중교통
인프라
2. 개인신속환승시스템 (Personal Rapid Transit
(PRT))
3. 대중교통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아부다비 교통청

plans/ the-uae-strategy-for-the-fourth-industrial-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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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스마트
팜

기타

주요 국가 전략

1. “AgTech” initiative20)
(2019)

연관 기술

1. 실내 농업 기술(Indoor farming technology)
2. Precision agriculture and ag-robotics
(정밀 농업 및 농업로봇기술)
3. Algae-based biofuels(해조류 바이오연료)

관련 부처

아부다비투자진흥실
(ADIO)

2. 국가 식량안보전략 205121)
(National Food Security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위한 최신 기술 일체
Strategy 2051)(2018)

연방 식량안보실
(Office of Food
Security)

두바이 3D프링팅 전략22)(2016) 건설, 의료용품, 소비재 생산 관련 3D프린팅 기술

두바이 미래 재단

UAE Strategy for Artificial
Intelligence23)24)(2017)
*UAE Centennial 207125)
(2017) 내 최초 세부 계획

인공지능

Emirates Blockchain Strategy
블록체인
202126)(2018)
UAE Policy for Advanced
Industries27)(2019)

제조업(녹색 및 순환경제), 첨단 산업

연방 AI부

연방 내각미래부
연방 에너지산업부

6) https://www.almaktouminitiatives.org/en/what-we-do/spreading-education-knowledge
7) https://u.ae/en/information-and-services/education/elearning-mlearning-and-distant-learning
8) https://u.ae/en/about-the-uae/strategies-initiatives-and-awards/federal-governments-strategies-andplans/uae-centennial-2071
9) https://www.mohap.gov.ae/en/Aboutus/Pages/InnovationHealthStrategy.aspx
10) https://u.ae/en/information-and-services/health-and-fitness/vision-2021-and-health
11) https://u.ae/-/media/About-UAE/Strategies/UAE-4-IR-Strategy/En-UAE-4-IR-Strategy.ashx?la=en
12) https://u.ae/en/about-the-uae/digital-uae/smart-dubai
13) https://2021.smartdubai.ae/smart-mobility
14) https://www.dubaiplan2021.ae/dubai-plan-2021/
15) https://u.ae/en/about-the-uae/digital-uae/smart-dubai
16) https://2021.smartdubai.ae/smart-mobility
17) https://www.dubaiplan2021.ae/dubai-plan-2021/
18) https://www.rta.ae/links/sdt/sdt-final.pdf
19) https://u.ae/en/about-the-uae/strategies-initiatives-and-awards/local-governments-strategies-andplans/surface-transport-master-plan-abu-dhabi
20) https://www.investinabudhabi.ae/Our-Programmes/Agricultural-Technology
21) https://u.ae/en/about-the-uae/strategies-initiatives-and-awards/federal-governments-strategies-andplans/national-food-security-strategy-2051
22) https://www.dubaifuture.gov.ae/our-initiatives/dubai-3d-printing-strategy/
23) https://u.ae/en/about-the-uae/strategies-initiatives-and-awards/federal-governments-strategies-andplans/uae-strategy-for-artificial-intelligence
24) https://ai.gov.ae/uae-ai-initiatives/
25) https://u.ae/en/about-the-uae/strategies-initiatives-and-awards/federal-governments-strategie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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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ICT 산업별 시장성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스마트
시티

스마트
러닝

시장 규모

주요 발주처 및 프로젝트

비고

4,760
(2018년 기준)28)

가. 두바이 (스마트 두바이청)
- 스마트 두바이 이니셔티브(2021년 한) : 총 6대분야,
545개의 세부 이니셔티브 추진, 이 중 인프라 분야에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0억 달러가량의 예산 투입
나. 아부다비 (아부다비 정부)
- 자이드 스마트 시티(2022년 한) : 2018년부터 5년간
아부다비에 조성할 예정인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스마트도시 계획. 아부다비의‘Corniche
Area’를 중심으로 저전력광역무선통신(LPWAN) 기
술을 활용해 시범적추진 완료(2018년)
* Cumulocity IoT 플랫폼을 통해 대기질 모니터링, 자
산 추적 및 물류 모니터링, 구조물 건전성 모니터링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수심 측정,
야자수 바구미 (해충) 탐지, 가로등, 스마트 주차, 폐
기물 관리, 저수조 탱크 모니터링, 수영장 모니터링
등 10가지 활용 사례를 발굴
다. 아부다비 (마스다르(Masdar)社)
- 마스다르 시티(2030년 한) : 2008년부터 조성한 UAE
의 대표적인 탄소제로,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및 친환
경 스마트도시 계획. 220억 달러 규모의 장기 프로젝
트이며, 7단계까지 조성이 진행되며 완성시 4만명 거
주, 5만명이 근무 및 공부할 수 있음.

2017-2023년 사이
연평균 18.3%씩
시장 확장 예상

4,400
(2017년 기준, 교육시장
전체)29)

가. UAE 연방 정부(국가 자선 재단)
(기구축) 무료 e-러닝 플랫폼(Madrasa) : 과학, 수학 분
2023년까지
야 커리큘럼을 온라인 수업으로 제공. 아랍어로만 제공
71억달러 상당의
되며, 아랍 사회의 지식 격차 해소를 위해 고안됨. 향후
시장으로 성장 예상
미래산업을 대비한 컴퓨터 공학, 프로그래밍, 우주 등의
과목도 추가 예정

plans/uae-centennial-2071
26) https://u.ae/en/about-the-uae/strategies-initiatives-and-awards/federal-governments-strategies-andplans/emirates-blockchain-strategy-2021
27) https://u.ae/en/about-the-uae/strategies-initiatives-and-awards/federal-governments-strategies-andplans/uae-policy-for-advanced-industries
28) (Mordor Intelligence) Global Smart Cities Market 2017
29) https://image-src.bcg.com/Images/BCG-Where-Invest-Now-GCC-Private-Education-v4_tcm9-190607.pdf
30) https://image-src.bcg.com/Images/BCG-Where-Invest-Now-GCC-Private-Education-v4_tcm9-190607.pdf
31) https://home.kpmg/ae/en/home/insights/2019/06/uae-leading-the-regional-healthcare-sector0.html
32) https://www.worldfutureenergysummit.com/en-gb/future-insights-blog/how-is-the-uae-approachingsmart-health-healthcare-delivery.html
33) https://u.ae/en/about-the-uae/digital-uae/uae-mgovernment-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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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스마트
러닝

시장 규모

주요 발주처 및 프로젝트

비고

4,400
(2017년 기준, 교육시장
전체)30)

나. UAE 교육부
(기구축) 전자책 프로그램(Diwan) : 공립학교 수업용 도
서를 전자책화 하여 온라인으로 대출하는 프로그램. 이
외에도 커리큘럼 관리 기능이 있어 교사 및 학생이 이용
2023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함.
71억달러 상당의
다. 아부다비 정부
시장으로 성장 예상
세계 최초 인공지능 전문대학 설립 : 아부다비 마스다르
시티 내 설립될 예정이며, 2021년 1월 개강 예정임. 주
요 교육 분야는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등
이며 석·박사 과정 위주 시행

15,000
(2018년 기준,
의료시장 전체)31)

가. UAE 연방 보건예방부
- (기구축)블록체인 기반 의료 데이터 저장 시스템
- (기구축)알호슨(Alhosn) : 코로나19 밀접 접촉자 추
적 모바일 어플
2018-2022년 사이
나. 두바이 보건청(DHA)
민간부문은 연평균
- 증강현실 가상 의료 지원 플랫폼. 원격 수술 가능
9.5%, 정부부문은
(Proximie社와 MoU체결)
4.4%씩 지출 증가
- (기구축)원격진료 플랫폼 (TruDoc 24X7 등 민간기
예상
업 유료 서비스 제공중)
2028년까지
- (기구축)스마트조제 : 의약품 보관 및 분배 자동화 시
UAE보건지출 규모는
스템 및 기기 도입
260억 달러에 달할
다. 아부다비 보건청(MoH)
전망32)
- (기구축)DOH RemoteCare : 원격 의료 진단 및 헬스
케어 플랫폼
- (기구축)이스티자바(Istijaba) : 의료 자원 관리위한
종합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스마트
헬스케어

가. UAE 정부: ‘mGovernment(모바일정부)’ 이니셔티브
(통신규제청: TRA)33)
- 2021년까지 모든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나. 두바이(스마트두바이청) : 두바이나우(Dubai Now)
앱 운영
스마트
44,455
1)공공행정·국방·사
- 토후국 정부 민원 처리 및 공과금 지불, 각종생활정
정부
(2018년 기준, Utility
회보장 : 285억 달러
보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앱 시스템을 구축, 동 앱을
(보안, 포함한 공공 행정 및 국방,
2)수도·전기·가스·폐
통해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미화 11억불, 750
유틸리티 복지 서비스 GDP규모
기물처리 : 159억
만건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중
포함)
합산)
달러
다. 아부다비(아부다비 디지털청) : 탐(TAMM)이라는 온
라인 정부 통합 서비스플랫폼 운영
- ‘두바이나우’와 유사한 모바일 통합 민원처리 플랫폼
을 구축. 궁극적으로 모바일 앱 형태로 토후국 정부
서비스 이용 및 공과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중에
있음

34) http://wam.ae/en/details/139530275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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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장 규모

주요 발주처 및 프로젝트

비고

가. 두바이 RTA
- 두바이 교통수단 25% 무인화(2030년한) : 철도, 트
실제 규모 관련 자료
램, 택시, 버스, 자가용 차량 등 모든 이동 수단의
파악은 어려움. 다만 향후
25%를 무인화
2030년부터 자율주행교통
- 두바이 공중 드론 택시(2020년 한) : 2명의 승객을
도입으로 인해
태우고 시속 50Km속도로 30분 순항 가능(독일
두바이에서만 연간 220억
Volocoptoer와 협업 추진)
2017-2023년 사이
스마트
디르함 (약 60억 달러)
- 두바이 Sky Pods(2023년 한) : 50Km거리의 케이블 연평균 9.2%씩 시장
모빌리티 상당의 정부 비용 절감,
카 스타일의 현수식 소형 모노레일. 두바이 시내 21
확장 예상34)
매년 180억 디르함(약 49억
개 역 운영 예정 (영국 BeemCar Ltd와 협업 추진)
달러)상당의 경제적 이윤
나. DP World 및 Abu Dhabi Capital Group, Virgin
및 9억 디르함(약 2.4억
Hyperloop One
달러) 상당의 교통비용
- 두바이-아부다비간 하이퍼루프(2021년 한) : 두바이
절감 예상
와 아부다비간 150KM 구간 시속 1천Km 속도의 이
동 가능 (프로젝트 규모 약 60억달러 상당)
가. 아부다비 투자진흥실
농업 활성화 위한 기금지원 프로그램 : 아부다비를 중심
으로 선진 농업기술 수용과 농업 활성화 위해 금융·비금
- 2018년
실제 규모 관련 자료 파악
융 지원. 3년간 최대 10억 디르함까지 지원
식량안보지수
어려움. 다만 2019년
나. UAE 기후변화환경부
31위/113개국에서
아부다비 정부에서
드론 재배 프로젝트 : 드론을 이용해 25개 지역에 600만
2051년 세계
스마트
Agri-Tech분야에 대한
개의 아카시아 씨앗을 파종하는 방식으로 실행
1위/113개국을 목표
팜
10억 디르함(약2.7억
다. UAE 기후변화환경부
- 6대 식품 선정 및
달러)상당의 인센티브를
쌀재배 공동 연구 프로그램 : 한-UAE간 농업기술협력사 해당 식품의 자국 내
배정하는 등 적극적인
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건조지 생산량을 10만 톤
농업기술 개발투자 시행 중
역용 벼 시험재배 프로그램 실시. 2019.11월 파종해
증대 목표
2020.5월 첫 수확했고, 약 300평당 763kg 수준 수량임.
물관리, 생육 상황 등은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진행
종합

UAE의 ICT 시장 규모(GDP)는 2018년 기준 11,801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 정부 사이트 및 무역관 취합

○ ICT 시장 전망
- 외국 경쟁사의 진입이 비교적 늦은 국가로 진입 장벽이 낮은 편
- 차세대 모바일 ICT 서비스 지원 위한 5G 기술 조기 채택으로 시장 기반 구축
- 스마트 정부 도입 추진 등으로 클라우딩 컴퓨터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
시장 활성화 전망
- 다만, 정부 발주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므로 아직까지 국가 기반산업으로 꼽히는 오일&
가스 시장이 침체되면 공공 프로젝트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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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인프라 현황 (WEF35) 지수 비교)

○ 하드웨어 인프라 : ICT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터넷 전용선 구축 및 5G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
- 광통신 전용선 가입 비율(세계 4위) : 유선 광통신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100명당
27.7명에 달함
- 초고속 인터넷 가입 비율(세계 27위) : 유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100명당
31.4명에 달함
- 5G기술 상용화(중동 최초) : UAE 정부는 2019년 5월 30일, 아랍국가 중에서는 첫 번
째, 세계적으로는 4번째로 먼서 5G 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하였으며, 2019년 12월까지
UAE 주요 도시내 80%영역까지 서비스 제공 권역을 확대
○ 소프트 인프라(R&D 환경, 인적요소 포함) :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적 문화 및 인적
기반 요소가 세계 수위권을 차지. 단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 투자 및 국제공조는 아직 인
색한 편
- 노동력의 다양성(세계 2위) : 7점 만점에 5.7점
- 혁신기업 성장성(세계 5위) : 7점 만점에 5.2점
- 클러스터 개발 현황(세계 9위) : 7점 만점에 5.2점
- 기업내 창조적 아이디어 수용성(세계 9위) : 7점 만점에 4.7점
- 국민의 디지털 능력(컴퓨터 기술, 기본코딩 등) (세계 14위) : 7점 만점에 5.3점
- R&D 비용 지출(GDP내 비중)(세계 37위) : 1.0% 수준
- 국제공동발명(세계 40위) : 인구 1백만명 당 1.28명
○ 경영 및 투자 환경(규제, 지적 재산권 포함) :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 비전
속에 새로운 기술과 제도 도입에 대한 높은 수용도와 풍부한 자금조달 환경이 강점. 재산
권 및 지재권 보호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정부의 변화대응력(세계 3위) : 7점 만점에 5.7점
- 디지털 신산업 관련 법체계 적응성(세계 4위) : 7점 만점에 5.4점
- 정부의 장기적 비전(세계 4위) : 7점 만점에 5.9점
- 벤처캐피탈 가용성(세계 4위) : 7점 만점에 4.8점
- 중소기업 자금조달(세계 9위) : 7점 만점에 5.0점

35)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 Report 2019, 총 141개국 중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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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보호(세계 18위) : 7점 만점에 5.7점
- 지식 재산권 보호(세계 19위) : 7점 만점에 5.6점
○ 시장 성숙도 :ㅤ유무선 온라인 통신 서비스 이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정부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도 잘 준비되어있어 현지 ICT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이 높고 이용
이 친숙함
-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률(세계 1위) : 1명이 2.5개 회선을 이용할 만큼 광대역 모바일
서비스 이용률 세계 최고
- 인터넷 이용 비율(세계５위) : 전체 성인 인구 중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98.5%
- 온라인 행정서비스(세계 17위) : 1점 만점에 0.94점. 전자정부 서비스 인프라가 잘 구
축되어 있고 거주민의 이용빈도도 증가

UAE의 WEF 국제 경쟁력 지수 중 ICT 산업 관련 지표
대분류
(Classification)

세부 지표명
(Index Component)

값
점수
랭킹
(Value) (Score) (Rank)

비고

Public-sector
performance

1.12 E-Participation / 0–1(best)

0.94

94.4

17

시장성숙도

Property rights

1.14 Property rights / 1–7(best)

5.7

77.7

18

경영 및
투자 환경

Property rights

1.15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1–7(best)

5.6

75.8

19

경영 및
투자 환경

Future orientation
of government

1.21 Government's responsiveness to
change / 1–7(best)

5.7

78.6

3

경영 및
투자 환경

Future orientation
of government

1.22 Legal framework's adaptability to
digital business models / 1–7(best)

5.4

72.5

4

경영 및
투자 환경

Future orientation
of government

1.23 Government long-term vision
/ 1–7(best)

5.9

81.7

4

경영 및
투자 환경

ICT adoption

3.01 Mobile-cellular telephone
subscriptions per / 100 pop.

208.5

100.0

2

시장성숙도

ICT adoption

3.02 Mobile-broadband subscriptions
per / 100 pop.

250.0

N/A

1

시장성숙도

ICT adoption

3.03 Fixed-broadband Internet
subscriptions per / 100 pop.

31.4

62.8

27

하드웨어 인프라

ICT adoption

3.04 Fibre internet subscriptions per
/ 100 pop.

27.7

N/A

4

하드웨어 인프라

ICT adoption

3.05 Internet users / % of adult
population

98.5

98.5

5

시장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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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Classification)

세부 지표명
(Index Component)

값
점수
랭킹
(Value) (Score) (Rank)

비고

Skills of current
workforce

6.05 Digital skills among active
population / 1–7(best)

5.3

72

14

R&D 및
인적자원 환경

Financial system

9.02 Financing of SMEs / 1-7(best)

5.0

66.2

9

경영 및
투자 환경

Financial system

9.03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 1–7(best)

4.8

63.9

4

경영 및
투자 환경

Entrepreneurial
culture

11.07 Growth of innovative companies
/ 1–7(best)

5.2

70.8

5

R&D 및
인적자원 환경

Entrepreneurial
culture

11.08 Companies embracing disruptive
ideas / 1–7(best)

4.7

61.6

9

R&D 및
인적자원 환경

Interaction and
diversity

12.01 Diversity of workforce / 1–7(best)

5.7

79.0

2

R&D 및
인적자원 환경

Interaction and
diversity

12.02 State of cluster development
/ 1–7(best)

5.2

69.5

9

R&D 및
인적자원 환경

Interaction and
diversity

12.03 International co-inventions per
million / pop.

1.28

25.3

40

R&D 및
인적자원 환경

Research and
development

12.06 Patent applications per million
/ pop.

3.86

29.0

47

R&D 및
인적자원 환경

Research and
development

12.07 R&D expenditures / % GDP

1.0

32.1

37

R&D 및
인적자원 환경

자료원 : WEF Global Competitive Report 2019, 총 141개국 중 순위

나. ICT 및 응용 산업 촉진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
■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 [연방정부] UAE 통신규제청 (TRA :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 UAE 통신 분야 규제를 위해 UAE 통신법(UAE Federal Lay by Decree No.3 of 2003)
에 의거 설립
- UAE를 ICT 분야의 선도국으로 거듭나게 함을 목표로 ICT 분야를 감독하고 혁신·투자
를 장려
- UAE 내 유통되는 모든 전자기기의 기술 표준 및 호환성 확인을 위해 유통 전 TRA를
통한 판매업체 등록을 필수화 함.
- 2013.5월 발족된 모바일 정부 이니셔티브(mGovernment Initiatives) 이행 및 ICT 기금
(ICT Fund) 운용
- 모바일 정부 디지털 마켓플레이스(Digital Services Marketplace) : 각종 IT솔루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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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와 사용자(정부 및 기업)을 연결하는 거래 플랫폼 운영(https://marketplace.gov.ae/)
* 현재 13개 제품군(가상데이터센터, 정부서비스 버스, 스마트패스 등등)에 153개 서비스 제공자(Vendor)가
등록됨

- 컴퓨터 응급대응팀(aeCERT) : 사이버 보안 분야 관련 신규 법률 제정 지원 및 국가적
인 정보보안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며 각종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교육 서비스 제공
○ [연방정부] UAE 인공지능실(UAE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 및 인공지능협의회(AI
Council)
- 2018년에 발표된 UAE 국가 AI 전략 2031(The National AI Strategy 2031)에 의거,
Vision 2021을 달성하고 2071년까지 UAE를 세계 최고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 설정

인공지능 기술 통한 UAE 국가 경제 부가가치 예상 (2035년 기준)
(단위 : 억 달러)
경제 혜택

* 연간 GVA(Gross Value Added) 기준

연번

분야

1

금융

1,310

370

1,680

2

보건

790

220

1,010

3

물류·운송

680

190

870

4

유틸리티

630

180

810

5

공공 서비스

600

170

760

6

도·소매

590

170

750

7

제조

570

160

730

8

숙박 및 요식업

310

90

400

9

건설

310

80

390

10

교육

210

60

270

11

기타 서비스

180

50

230

12

전문 서비스

160

40

200

13

정보·통신

140

40

180

14

농업

40

10

50

15

오락·여가

30

10

40

6,550

1,820

8,370

합계

기본 가치

인공지능 부가가치

전체 가치

자료원 : Accenture Consulting, ‘Pivoting with AI’, 201836)

36) https://www.accenture.com/_acnmedia/PDF-77/Accenture-Impact-AI-GDP-Middle-East.pdf#zoom=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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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인공지능 특임장관이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연방정부 관계 부처 및 각 토후
국 전자정부 대표가 멤버로 참석.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정부 분야를 발굴해
해당 인프라 개발을 위한 권고안 마련
- 인공지능 기술을 UAE 정부 업무 수행의 핵심 축으로 꼽으며 교통, 보건, 재생에너지,
기술,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개발에 초점
- B.R.A.I.N(Building a Responsive Artificial Intelligence Nation) : AI와 로보틱스의
발전을 강조하는 종합적이고 통합된 자원으로서의 국가 인공지능 프로그램 수립. AI분
야의 다양한 이니셔티브 및 협업, 파트너쉽, 돌파구 마련에 집중
○ [연방정부] 에어리어 2071 (Area 2071)
- 2071년도 건국 100주년을 맞아 UAE를 세계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기적
인 국가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UAE 센테니얼 2071(UAE Centennial 2071) 이니셔티브
에 따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과 재능을 함양하고 있는 차세대 UAE청년 및 전세
계인이 온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하는 지
원 기관
- 창의성과 활발한 교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유 업무 공간(두바이에 위치)을 제공함
과 동시에 국제적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
* P&G I-Dubai 이노베이션 센터(온·오프라인 광고 성과 측정, 소상공인의 재무신뢰성 향상관련 마이크로 크
레딧 등 다양한 과제 해결), 마이크로소프트 AI벤처 랩스(AI스타트업 사업확장 지원), 테크스타 두바이 엑셀
러레이터(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지원), 두바이 퓨처 엑셀러레이터(두바이 정부기관 도전과제 민관 공동 솔
루션 도출 및 적용), 에비에이션X랩(코로나19 기간동안 여행자 건강 확보위한 솔루션 도출) 등등 다수 프로
그램 운영

○ [두바이 정부] 두바이 미래재단 (DFF: Dubai Future Foundation)
- 2016년 두바이 통치자이자 연방정부 총리겸 부통령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지시로 설립, 두바이를 선도적 미래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중심축 역할
을 이행
- 현재 함단 두바이 왕세자가 이사회 의장을, 내각부 장관이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연방
국무위원 중 인공지능, 경제, 과학기술, 혁신, 사회개발, 기업지원, 식량안보와 관련한
장관 인사 7명을 포함, 두바이 토후국 정부내 각계 주요 인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
동 중
- 크게 상상(Imagine), 디자인(Design), 경험(Experience) 등 3가지 범주의 이니셔티브
를 운영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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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미래재단 주요 이니셔티브

연번

구분

1

세부 이니셔티브
제목

내용

비고

상상
[미래전망]

두바이 미래연구소
(Dubai Future Labs)

2020년 6월 문을 연 미래 기술의
연구개발과 테스트, 적용을 위한
역내 최초 연구기관

두바이 정부의
씽크탱크이자 펀딩 플랫폼

2

상상
[미래전망]

4차 산업 혁명 센터
(UAE Cent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www.c4ir.ae/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기술
거버넌스 네트워크에서 상정된 최
신 개념 적용 통해 UAE의 4차산
업혁명 시대 선진 기술 도입에 따
른 민관 협력 및 정부규제 등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3가지 포트폴리오 분야에
초점
1)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2)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3) 정밀의료

3

상상
[미래전망]

두바이 미래 위원회
(Dubai Future Councils)

다양한 미래 도전과제 해결 위한
지식 및 전문성을 공유코자 미팅
및 간담회 개최

-

4

상상
[지식공유]

무스타끄발
(Mustaqbal)
* www.mostaqbal.ae/

UAE 및 아랍의 청년들에게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과 연구활동을 북
돋아주기 위한 아랍어 시청각 정보
제공 포탈

4,520개의 기사 및
1,400개의 영상 게재.
4억 뷰 달성

5

상상
[지식공유]

MIT 테크놀로지 리뷰
(MIT Technology Review)
* www.technologyreview.ae/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아랍어판
발행 및 아랍어로 이머징 기술 관
련 컨퍼런스(EmTech MENA) 개최

미국MIT(메사추세츠 공대)
에서 발행하는 저명 매체임

6

상상
[지식공유]

포퓰러 사이언스
(Popular Science)
* www.popsci.ae/

기존 포퓰러 사이언스 매거진의 아
랍어판 발행 및 지역 과학자의 연
구 성과도 게재하여 지식 공유

미국에서 발행하는 분기별
발행 과학 정보 매체임

7

디자인
[미래지도자
육성]

두바이 미래 아카데미
(Dubai Future Academy)
* www.dubaifutureacademy.ae

미래에 기반 한 교육 및 훈련 프로
그램 제공 통해 각계 리더들의 미
래 전략 수립 및 실행능력 배양

정부 및 민간 인사
모두 참여 가능

8

백만 아랍코더 이니셔티브
디자인
[미래지도자 (1Million Arab Coders Initiative)
* www.arabcoders.ae
육성]

개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 제공 플
랫폼

수료증 발급, 우수 수료자
에 대한 장학금 및 포상 지
급, 취업 및 창업 지원

대학생들의 미래 사업가적 자질 배
양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각 대학에서 1차 사업구상화 (최
대 1만 디르함), 2차 인큐베이션
(최대 10만 디르함) 단계 거치며
우수 사업 모델 선발. 이후
Area2071에서 3차 엑셀러레이션
등 단계별 사업화 지원

* 1년에 2회, 두바이내 6개
대학(American
University in Dubai,
University of Dubai,
Zayed University등) 재
학생 대상 지원

정부기관과 전세계 민간부문 스타
트업 및 혁신중소기업이 함께하여
미래 도전과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
책을 함께 모색하는 프로그램
* 1차(4주) : 화상 피칭 경진대회
* 2차(6주) : 선발기업 대상 두바이
초청하여 워크숍 및 다양한 협업
활동 추진(여비 및 체재비 무료)
* 3차 : 실제 협력 파트너 선정

정부 의사 결정권자 들과
의 협업 및 실제 사업화 가
능, 피칭 선정기업 대상 여
비 및 숙식 경비 무료 제공
* 2020년 9월중 제 8회차
과제 프로그램 시작

9

10

디자인
[미래
디자인]

디자인
[미래
디자인]

대학 기업가 프로그램
(University Entrepreneurship
Program)
*www.dubaifuture.gov.ae/
Entrepreneurship-Program

두바이 미래 엑셀러레이터스
(Dubai Future Accelerators)
*www.dubaifutureaccelerators.
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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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11

12

13

14

구분

세부 이니셔티브
내용

비고

두바이 10X
(Dubai 10X)
*https://dubai10x.ae/

두바이가 다른 도시들보다 10년 이
상 앞설 수 있도록 산하 정부기관
에 혁신을 불어넣는 프로젝트 추진

* (10X 1.0 : ’17~’20) 26개
프로젝트가 제안, 24개
기관 수행
* (10X 2.0 : ’19~’21)) 16
개 프로젝트 선정, 37개
기관 수행

규제 연구소
(Regulations Lab)
*www.reglab.gov.ae/

동 기관은 연방정부 산하기관임.
자율주행차, 드론, 인공지능, 3D프
린팅, 블록체인 등 다양한 혁신 기
술의 실제 활용 위한 미래 법규 개
발에 참여함으로써 UAE가 미래기
술의 육성 및 시험의 장이 되도록
지원. Area2071에 위치

업무협약기관인 DFF는 신
기술 평가 후 6~12개월의
임시 사업허가를 발급, 해
당 기술성과 사업모델, 사
회적 모델을 평가할 기회
제공.

디자인
[미래
디자인]

팜우드
(Palmwood)
*www.palmwood.org/

UAE내 삶을 개선 위해 디자인을
통해 정부와 기관에 새로운 해결책
을 제시하고 거주민들의 창의적 능
력개발을 지원. 호기심과 창의력,
공동 창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파
트너와 협업. Area2071에 위치

디자인을 통해 긍정적 영
향을 창조하는 디자인 기
업 ‘IDEO’가 UAE정부와
함께 설립.

체험

미래 박물관
(Museum of The Future)
*www.museumofthefuture.ae/

공유한 미래를 보고 만지고 형성할
수 있는 창의성을 배양하기 위한
전시 공간. 2016년부터 5년간 기후
변화, 인공지능 등을 주제로 5회의
특별 전시회 개최

두바이 엑스포 개최일정에
따라 건물 완공 및 정상개
관 예정

디자인
[미래
디자인]

디자인
[미래
디자인]

제목

자료원 : Dubai Future Foundation(DFF) 홈페이지

○ [두바이 정부] 스마트 두바이청 (Smart Dubai Department)
- 2021년을 목표로 두바이를 ‘진정으로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스마트 두바이 이
니셔티브(Smart Dubai Initiative)는 2014년에 구상, 2015년 제도적 토대 구축, 2016년
전담 부서인 스마트 두바이 사무소(Smart Dubai Office : 스마트 두바이청의 전신)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구체화
- 첨단 ICT기술 인프라와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시간·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연결성
향상, 생활환경 개선 등의 실행을 위해 아래 6가지 세부 목표 수립
* 스마트한 생활(Smart Living), 스마트한 경제(Smart Economy), 스마트한 사람들(Smart People), 스마트한
운송수단(Smart Mobility), 스마트한 환경(Smart Environment), 스마트한 정부(Smart Governanc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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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스마트시티청 주요 이니셔티브
세부 이니셔티브

연번

구분

1

스마트
시티

스마트시티
미래 스마트 시티 창조관련 최고의 메커
글로벌 네트워크
니즘을 위한 의견과 통찰력을 교환하는
(Smart Cities Global Network)
정보 플랫폼
* www.scgn.smartdubai.ae

거버넌스, 생활, 경제, 환
경, 모빌리티, 사회 등 6개
주제로 구분

데이터

데이터 퍼스트
(Data First)

데이터 챌린지 경진대회를 개최, 두바이
정부와 민간 기업이 두바이 펄스(Dubai
Pulse)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수집, 관리,
공유하는 노력을 증대하여 강력한 데이터
중심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해결책 모색

두바이 펄스(Dubai Pulse)
는 두바이의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시민과 기업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임
* dubaipulse.gov.ae

인공지능 원칙 및 윤리
(Artificial Intelligence
Principles & Ethics)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설명가능성 등
을 다루는 두바이의 ‘윤리에 관한 AI원칙’
을 확립, 산·학·개인로 하여금 AI시스템
이 책임감있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이해를 돕고자 함. 개발자들이 자신의
AI플랫폼을 평가하기 위한 자가평가도구
및 원칙, 가이드라인으로 구성

인공지능 개발자 및 운영
기관 등에 스마트 두바이
에서 개발한 관련 툴킷
(Toolkit)사용장려

스타트업

스타트업 지원

UAE를 스타트업과 기업가들의 혁신과
이머징 기술을 평가하는 새로운 테스트
베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및 행사 개최

1. 글로벌 블록체인 챌린지
2. 두바이 스마트시티 엑셀
러레이터
3. 두바이 퓨처 엑셀러레
이터

행복

행복 어젠다
(Happiness Agenda)
* www.happinessagenda.ae

두바이를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독
특하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접근법에
근거하여 도시 전체의 행복을 측정하고
행복감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경주

‘ 행복측정( Happi ness
Meter)’ 기능 통해 공공기
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자 후기 평가

인공지능

인공지능 연구소
(AI Lab)

IBM社와 협력하여 설립, 두바이 정부기
관의 AI스킬 향상 및 서비스 접목 지원.
머신러닝의 힘을 고양하여 AI를 정부서
비스와 도시의 경험에 통합, 시민들의 전
반적인 삶의 수준과 행복도를 향상시키
고 방문객의 만족도 극대화

두바이 도시에 대한 모든
물음에 답변해주는 인공지
능 온라인 챗봇 ‘라시드
(Rashid)’ 운영 중

블록체인

두바이 블록체인 전략
(Dubai Blockchain Strategy)

정부 효율성, 산업창출, 국제적리더십 등
의 3가지 전략적 기반 위에 두바이를
2020년까지 완벽하게 블록체인으로 작동
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함

블록체인 기술 활용 통해
문서처리로만 매년 55억
디르함 (15억달러)상당의
비용절감 기대

페이퍼리스
(Paperless)

매년 정부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10억장
이상의 종이 사용을 2021년까지 완벽하
게 종식하고 시간과 자원, 환경을 살리고
자 하는 이니셔티브. 종이 사용을 중단하
기 위해 다양한 기술 및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

두바이 정부의 모든 민원
및 각종 생활 서비스, 공과
금 납부를 온라인으로 처
리하는 ‘두바이 나우(Dubai
Now)’ 포탈 및 어플 운
영중

2

3

4

5

6

7

8

인공지능

기타

제목

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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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9

구분

기타 앱 및
서비스

세부 이니셔티브
제목

내용

비고

정부 자원 계획 시스템
(Government Resource
Planning System)

두바이 정부기관의 재무, 공급선관리, 인
사급여, 자산연한관리에 대한 통합 시스템

* grpportal.dubai.gov.ae

스마트 공급자 앱
(Smart Supplier App)

50개 이상의 두바이 정부기관에 대한 공
급업자 전용 스마트 조달 관리 어플

모바일 앱

스마트 직원 앱
(Smart Employee App)

정부 및 민간기업 직원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업무 및 인사, 근태 관리 앱

모바일 앱

구인 구직, 자소서 관리 종합 어플

모바일 앱

모바일 어플 설치 통해 개인 신분 증명,
각종 정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활용

모바일 앱

두바이 커리어
(Dubai Careers)
UAE 패스
(UAE Pass)

자료원 : Smart Dubai Depratment 홈페이지

○ [아부다비 정부] 아부다비 디지털청 (Abu Dhabi Digital Authority)
- 아부다비 정부 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총괄 기관
- 아부다비 정부 조달 시스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알 마끄따아(Al Maqta’a :
almaqtaa.gov.ae)’ 구축
- 디지털 리더십 향상 위한 ‘디지털 마즐리스(Digital Majlis)’, ‘디지털 넥스트 써밋(Digital
Next Summit)’ 등 토후국 정부기관의 디지털 변화를 촉진하는 연례 행사 개최
○ [아부다비 정부] 첨단기술연구위원회 (Advanced Technology Research Council : ATRC)
- 아부다비 내 체계적 R&D 생태계 구축 및 아부다비를 국제적 연구개발 허브로 거듭나
도록 하기 위해 신설(2020. 5월 설립)
- ATRC의 역할 : ①민관 파트너십 육성, ②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대학 및 연구소들을 한데 모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식 교환 활성화
* 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조사 연구사항에 대한 투자금을 배정하고 국내 및 글로벌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
* 첨단 기술 분야의 졸업생과 젊은 전문가들을 위한 인재개발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부다비 내, 그리고 전세
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학업 현장실습, 학생 및 교직원 교류등도 확대 예정

- ATRC의 구성 : ①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를 전담하는 ‘ASPIRE’라는 조직과 ②‘응용연
구’, ‘지적재산권’, ‘개발,’ ‘산·학 제휴‘, ’인재 개발을 이끌어갈 지식·파트너십 전담조직인
‘TII(Technology Innovation Institute)’를 산하에 두게 될 예정
- 동 위원회에서는 아래 7가지 분야를 우선 응용연구 분야로 선정
* 양자(Quantum), 자율로봇(Autonomous robotics), 암호학(Cryptography), 첨단소재(Advanced materials), 디
지털보안(Digital security), 지향성 에너지(Directed energy), 시큐어 시스템(Secure systems) 등 7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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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부펀드 및 외자 유치 현황

○ UAE에는 2019년 기준 미화 6,966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아부다비 정부 국부
펀드 ADIA(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37)를 필두로, 두바이 정부의 ICD(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미화 약 3,053억 달러)38), 아부다비 정부의 Mubadala
Investment Company(미화 약 2,322억 달러)39), 연방정부 국부펀드 EIA (Emirates
Investment Authority, 미화 약 450억 달러)40), Sharjah Asset Management(미화 약 8억
달러)41) 등 다양한 국부펀드가 있음
- 아부다비 무바달라(Mubadala)와 두바이 ICD 등의 국부펀드는 자국 산업 다각화 및 일
자리 창출을 위해 금속 가공, 항공, 방산, 건설자재, 식품 가공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도 전격적인 직·간접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아부다비와 두바이 정부는 전략적인 제조업 육성을 위해 각각 세나아트(Senaat),
두바이 홀딩(Dubai Holding)이라는 투자 지주사 운영
- 두바이 홀딩은 자회사인 티콤 그룹(TECOM group)을 통해 두바이 내에 각종 산업특화
단지*를 조성하여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위시한 산업 다각화에 기여
* 인터넷 시티(Internet City), 아웃소스 시티(Outsource City), 미디어 시티(Media City), 스튜디오 시티
(Studio City), 미디어제작 시티(Production City), 지식 공원(knowledge Park), 국제교육 시티
(International Academic City), 과학 공원(Science Park), 산업 공원 (Industrial Park), 디자인지구(Design
District), 에미리츠타워 지구(Emirates Tower District) 등

○ 무바달라 투자회사 (Mubadala Investment Company)
- 2002년에 설립된 아부다비 국영 투자사로, 석유산업(Mubadala Petroleum社)뿐만 아니
라 알루미늄 제련(Emirates Global Aluminium社), 항공(Strata社, Turbine Services &
Solutions, SR Technics社) 등 아부다비 경제 다각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목적으로
제조업 분야 육성에 적극 투자해 왔음
- 2018년 3월, UAE 정부의 법률 개정으로 다른 국부펀드인 ADIC(Abu Dhabi
Investment Council)를 흡수합병, 2,322억 달러 규모 자산 운용 중
- 2020년 코로나 19사태를 맞아 식량안보와 보건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수급 확

37) https://www.investopedia.com/terms/a/abu-dhabi-investment-authority-adia.asp
38) https://www.icd.gov.ae/net-profit-for-the-year-2019-increased-by-16-9-to-aed-25-0-billion/
39) https://www.mubadala.com/en/news/mubadala-investment-company-releases-2019-annual-review
40) https://english.alarabiya.net/en/business/economy/2019/08/28/Here-are-the-top-10-sovereign-wealthfunds-in-the-Arab-world
41) https://www.swfinstitute.org/profile/598cdaa60124e9fd2d05be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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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증가함에 따라 식량사업(수산물 양식 : Andromeda Seafood Group社), 헬스케어
(원격의료 : Abu Dhabi Telemedicine Centre社/질병검진 : National Reference
Laboratory社, Capital Health Screening Centre社/ 병원 : Cleveland Clinic Abu
Dhabi社, Healthpoint社, Imperial College London Diabetes Centre (ICLDC)社 / 재
활치료병원 : Amana Healthcare社) 등에 대한 포트폴리오 확대. 2018년에는 가정 투
석기기 생산기업인 미국 Outset Medical사에 1억 3,200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음
* 보잉 및 에어버스에 항공기 동체를 생산, 납품하는 Tier1 공급사인 무바달라(Mubadala)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기 부품 주문 감소 및 급증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미국 하니웰(Honeywell)
社와 파트너십을 체결, 연간 3천만개의 N95마스크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

- 더불어 미국의 반도체기업 글로벌파운드리(Globalfoundries), 스페인의 석유기업 셉사
(CEPSA), 캐나다의 화학기업 노바케미칼(Nova Chemical)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총 50여
개국 이상의 우량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 세계 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
* 한국 의료기술 및 시스템을 이용, 한국인 의료진이 위탁 경영하고 있는 두바이·아부다비 우리들척추센터
(Wooridul Spine Centre)도 무바달라가 100% 자본투자했으며 현재 해당 병원은 아부다비 Healthpoint
병원 그룹에 속해있음

- (‘HUB71’ 통해 MENA지역에 집중한 총 2.5억달러 규모의 기술 기금 투자 진행)
① (직접 투자) 2019년 4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소프트뱅크(Softbank)의
비전펀드(Vision Fund)와 공동 협력, 자국의 포스트 석유·혁신 산업 육성을 위해
‘아부다비 글로벌마켓(ADGM, Abu Dhabi Global Market)’에 ‘허브71(Hub71)’이라
는 이니셔티브 론칭, 허브 71의 생태계를 통해 15개 유망 기업에 대해 1억 달러
투자 추진
* Hub71 최초 입주 기업 중 하나인 자동 HR 및 인사 행정 지원 플랫폼 기업인 ‘Bayzat’는, Series B
펀딩에서 무바달라를 포함한 글로벌 투자가로부터 16백만 달러 투자유치 성공, 향후 최종 31백만 달러
까지 성공적 투자금 확보

② (간접 투자) 허브 71 생태계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3개의 벤처 캐피탈(VC)에 총 1.5
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자금 투입(2019.10월)
* 샌프란 시스코 기반 Data Covvlective Vunture Capital(DCVC), Middle East Ventures
Partners(MEVP), Global Ventures 등 총 3곳

○ 두바이 투자청 (ICD; 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 두바이 정부 소유의 모든 투자 자산을 관리하는 국부펀드로 2006년 설립, 2018년 연말
기준 총 8,589억 디르함(미화 약 2,340억 달러) 규모 자산 운용
- ICD 산하 에너지 (ENOC社), 운송 (Emirates airlines社), 금융 (Emirates NBD, Dubai
Islamic Bank 등등), 산업 분야(DUBAL社, DUCAB社 등등), 부동산 및 레저(Emaar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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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세계무역센터, 아틀란티스 더 팜 등등), 투자 지주 (Dubai Investments,
EMIVEST, Galadari Brothers Group 등등) 등 다양한 산업군에 지분투자 및 경영 참여
* ICD는 ’15년부터 쌍용건설의 최대 주주이며, ’17년부터 약 99%의 지분을 보유함

○ 세나아트(Senaat : General Industry Corporation)/ADQ
- 아부다비 정부에 의해 1973년 설립된 UAE 최대 산업 분야 전문 국영 투자 지주사로
2018년 말 기준 총 272억 디르함(미화 약 74억 달러) 규모의 산업 자본을 운용 중이며,
금속제품 생산·가공(Emirates steel社, Ducab社, DAC社, Al Gharbia社, NTS社), 오일
가스 서비스(NPCC社), 건설자재(ARKAN社), 식음료(Agthia社, Al Foah社) 등의 자국
내 9개 제조업체에 투자하고 있음
- (‘ADQ’ 산하로 이전) 2020년 3월, 세나아트는 아부다비 정부가 보유한 비석유부문 기
업들을 한 데 묶은 아부다비 국영 지주사 ‘ADQ’ 산하로 소유권이 이전됨. ADQ의 전신
은 2018년 설립된 ‘아부다비 개발 지주 회사(Abu dhabi development holding
company)’임
- ADQ는 유틸리티, 관광 및 환대업, 항공, 교통, 물류, 산업, 부동산, 미디어, 보건, 농식
품,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운영
* 물류 : 아부다비항(Abu Dhabi Ports), 에티하드레일(Etihad Rail)
* 산업 및 농식품 : 세나아트 산하 자회사들
* 항공 : 아부다비 공항(Abu Dhabi Airport), 아부다비 공항공사(Abu Dhabi Airports : 토후국내 모든 공항
총괄), 위즈에어 아부다비(Wizz Air Abu Dhabi : 헝가리 저가항공 위즈에어와의 합작 법인)
* 유틸리티 : 에미레이트 수도전기공사(EWEC), 아부다비 하수도공사(ADSSC), 따까(TAQA : UAE 및 해외
전기 및 수도생산)
* 부동산 : 무사나다(Musanada : 아부다비 토목 건설공사), 모둔(Modon : 관광지 및 주택단지 조성), 테야시
르(Teyaseer : 아부다비 국민 주택 건설 감리 지원)
* 보건 : 다만(Daman : 공공기관 직원 대상 건강보험), 아부다비 보건서비스공사(SEHA)
* 금융 : 아부다비 증권거래소(ADX), 퍼스트 에너지은행(First Energy Bank : 이슬람 샤리아법에 근간한 금
융서비스 제공)
* 관광 및 환대업 :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ADNEC), 해외 프렌차이즈 합작 국내 호텔 다수
* 미디어 : Image Nation(영화제작 및 배급), Abu Dhabi Media(방송국 운영), Twofour54(미디어 및 엔터테
인먼트 분야 프리존 관리)

■ 정책 금융 지원 현황

○ (기금) ICT 기금(ICT Fund)
* 한국기업 직접 이용 불가(UAE국적자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는 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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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www.tra.gov.ae/ictfund/en/

- 아랍권 최초 ICT 기금으로, UAE 내 ICT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UAE
통신규제청(TRA)에서 출범
* UAE의 국제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경제 다변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창출, ICT를 유망 산업 중 하나로 꼽으
며 지식기반산업을 구축해 Made in UAE 슬로건을 공고히 하고자 함.

- UAE 통신사인 에티살랏(Etisalat)과 두(du)의 연간 순이익 1%를 ICT 기금 운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ICT 분야의 성장촉진을 위해 인재육성, 연구개발, 기업가정신 등을 지원
①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 대학 내 ICT 학술 인프라 강화, ICT
teaching 강화
* 베타 프로그램(Betha Program) 대학과의 표준화 계약을 맺어 등록금을 최대 20% 할인 협상

② (연구개발) 기초연구, 응용연구, 연구 지원 인프라에 자금 투입
* ICONET : 라스알카이마 미국대학(American University of ras al khaimah) 내 정보통신기술교육혁신
센터로 연구, 교육, 스타트업 육성, 인턴십 지원 등 ICT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
* EBTIC : 아부다비 칼리파 대학교(Khalifa University) 내 설립된 ICT 혁신 연구센터로 UAE 최대 통신사
에티살랏(Etisalat)과 영국의 다국적 통신지주회사 BT, 칼리파 대학교가 합작해 설립. UAE의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 촉진을 위해 ICT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

③ (인큐베이터) 인큐베이션 단계에 있고 향후 UAE에서 생산되거나 서비스될 혁신 아
이디어에 자금 지원, 창업기업을 위한 기술적·상업적 측면에서의 지원도 제공
* 단, 2020년은 현재 관련 프로그램 미시행 중
* 시드 펀딩 : 50만 디르함 규모 시드 펀딩을 통해 아래와 같은 성과 이룩

자료원 : TRA Annual Repo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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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은행/기금) 에미리트 개발은행 (EDB; Emirates Development Bank)
* 한국기업 직접 이용 가능
* (웹사이트) <은행> www.edb.gov.ae/ <MBRIF> www.mbrif.ae/

- 기관 성격 : 연방 재정부 산하 산업 촉진 및 주택 금융 전문 지원기관
- 설립 목적 : 연방정부의 국가 개발 아젠다에 발맞춰 중소기업 시장에 중점을 둔 전략적
경제 분야 개발 및 UAE 자국민의 주택 마련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 금융 지원
- 2015년 설립, 2017년 말 기준 58억 디르함(미화 약 15.8억 달러) 규모 자본(Total
Assets)
- 주요 서비스 : 중소기업 금융, 주택 금융 등 제공
- 기업 금융 상세 : 스타트업 금융, 중소기업 금융(이상 UAE 자국민이 최소 51% 지분율
확보 기업만), 모하메드 빈 라시드 혁신 펀드(UAE 소재 외국기업도 신청 가능) 운영
* ’15년 200억 디르함(미화 약 54.5억 달러) 규모로 조성된 모하메드 빈 라시드 혁신 펀드 (Mohammed
Bin Rashid Innovation Fund; MBRIF)는 연방정부 재정부로부터 EDB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UAE
비전 2021 실현을 위한 혁신 산업 육성 사업 대출 건에 금융 보증 지원

EDB 주요 대출․보증 프로그램
구분

대출금액(한도)

내용

① 스타트업 (업령 6개월～3년) 대출
* 자산유동화금융
(Asset Backed Financing)
* 사업확장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Business Expansion Loan and
Project Financing)

∙ AED 30만～2백만
(USD 8.2만～54.5만)

∙ 자산유동화금융(Asset Backed
Financing)의 경우 생산설비, 상
용 차량, 건설장비, 전문장비, 의
료기기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추정가의 70%까지 대출 지원
∙ 원금이자 분할 납부 최대 6년

② 중소기업 대출
* 자산유동화금융 :
(Asset Backed Financing)
* 사업확장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Business Expansion Loan and
Project Financing)
* 구매 금융(Purchase Financing
(Pre-Sale Financing))
* 매출채권 금융(Receivable Financing
(Post- Sale Financing))

∙ 담보물 있을 경우
AED 5백만
(USD 136.2만)
∙ 담보물 없을 경우
AED 2백만
(USD 54.5만)

∙ 자산유동화금융 및 구매 금융은
구매 자산을 담보로 추정가의
80%까지 대출 지원
∙ 원금이자 분할 납부, 제조업은 최
대 10년, 기타는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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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③ 신용보증 (Credit Guarantee Scheme)
∙ 시중은행 대출금에 대해 EDB에서 지급
보증
* 사업확장 파이낸싱(Business
Expansion Financing)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 스타트업 파이낸싱(Startup Financing)
④ 모하메드 빈 라시드 혁신펀드
(Mohammed Bin Rashid Innovation
Fund; MBRIF) 통한 보증 (Guarantee
Scheme) 지원
* 국가 혁신 전략 7대 중심 분야 사업 지
원 : 교통, 기술, 교육, 건강, 우주, 물,
신재생․청정 에너지
* 연방 재정부 감독하에 EDB가 운영,
민관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된 자문․심의위원회를 통해 펀드 지원
심사 진행
* 심사 평가 가중치 : 산업적합성 30%,
시장성 40%, 혁신성 30%

대출금액(한도)

내용

∙ 스타트업 :
AED 2백만
(USD 54.5만)
∙ 중소기업 :
AED 5백만
(USD 136.2만)

∙ 스타트업의 시중은행 대출금 중
85%, 중소기업의 시중은행 대출
금 중 70%까지 담보물 없이 EDB
에서 신용보증 하여 대출 지원
* 사전 협약 시중은행 통해서만
지원

∙ AED 1백만～3천만
(USD 27.2만～817.3만)

∙ UAE 비전 2021 발전전략에 부합
하는 혁신적·구체적 사업계획에
대출금 100%를 보증하여 지원
∙ 원금이자 분할 납부 최대 6년 (거
치 기간 2년 + 상환 기간 4년)
* UAE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라면 외국인도 지원 가능
* 담보물은 제안 건에 따라 요구
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음
* 사전 협약 시중은행 통해서만
지원

자료원 : EDB 홈페이지 / 주 : 은행 수수료 및 선정심사 관련 추가 행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非(비)금융 지원 : 모하메드 빈 라시드 이노베이션펀드(MBR Innovation Fund)에서 혁
신 촉진자(Innovation Accelerator) 프로그램 운영, 선정 기업에 한해 해당 혁신 프로젝
트가 성공적으로 UAE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 실행 단계마다 필요한 경영 및
마케팅 전반의 각 분야 전문가 코칭 무료 지원
○ (기금) 아부다비투자진흥실(ADIO)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및 ADQ의 가단 벤처 펀드
(Ghadan Ventures Fund)
* Ghadan : 아랍어로 ‘내일’ 의미
* 한국기업 직접 이용 가능. 단, 향후 사업체를 아부다비에 설립해야 함
* (웹사이트) https://www.investinabudhabi.ae

- 운영 목적 :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및 연구개발 (R&D), 선진 농업 기술 생
태계 구축, 생태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
- (가단 벤처 펀드) 2019년 5월부터 아부다비 투자진흥실(ADIO: Abu Dhabi Investment
Office,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산하기관)에서 5.35억 디르함(미화 약 1.46억 달러) 규모
매칭펀드 형태로 운용시작, 2020년 8월부터 아부다비 국영 지주사 ‘ADQ’로 기금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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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초기단계 기업과 벤처 캐피털 펀드에 대한 지분투자 시행
* 출범 이후 15개 이상의 기업과 펀드 대상 2억 디르함 지원을 기약정

- (특정산업 R&D 및 비즈니스 지원) 국적을 불문하고 농업기술(Agtech)개발, 생태관광
사업, PPP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성공적 시작을 위한 전략적 결정 수립 및
정착·사후관리 지원, 사업자금 투자 및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금전 인센티브 등도 제공
* R&D 리베이트 자본(농업 기술 3년간 10억 디르함, 기업기술 5년간 40억 디르함 지원 건)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은 그대로 ADIO가 담당

- 주요 프로그램 : 국적을 불문하고 농업기술개발, 생태관광사업, 민관 협력 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 : PPP)의 성공적 시작을 위한 전략적 결정 수립 및 정착·사
후관리 지원, 사업자금 투자 및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금전 인센티브 등도 제공

스타트업 / 기술개발 관련 ADIO/ADQ 주요 금융 지원 프로그램
구

분

지원내용

비고

∙ ’19년부터 향후 3년간 10억 디르함
(미화 약 2.7억 달러)의 개발 인센티
브를 협약 기업에 분배
* 급여, 장비비용등을 포함한 총
R&D 금액의 75%까지 리베이트
제공
* 건별 상황에 따라 성공을 보장하
기 위한 비금전적 추가 인센티브
도 제공

∙ 3개 농업 기술 분야 중점 지원
* Algae-based biofuels
(해조류 기반 바이오 연료)
* Indoor farming technology
(실내 농업 기술)
* Precision agriculture and
ag-robotics(정밀 농업 및 농업
로봇기술)

② 스타트업
매칭펀드(Start-up
Matching Fund) :
스타트업 사업자금 지원
→ ‘ADQ’로 기능 이전
(2020.8월부)

∙ VC(벤처캐피탈)의 투자금액에 1:1로
비례하여 매칭펀드 투자 지원

∙ 펀딩단계별 지원 한도
* 시드펀딩 : AED 5백만～1천만
(USD 1,360천～2,720천불)
* 시리즈 A펀딩 : 최대 AED 5천만
(최대 USD 13,600천)

③ 기업 연구개발
(Corporate R&D) : R&D
상업화 지원
→ ‘Advanced
Technology
Research Council
(ATRC)’로 기능 이전
예상 (2020.8월 이후)

∙ ’19년부터 향후 5년간 40억 디르함
(미화 약 10.8억 달러)의 개발 인센
티브를 협약 내용 완수 기업에 분배
* 급여, 장비비용 등을 포함한 총
R&D 금액의 25～50%까지 리베이
트 제공
* 성공적인 상업화에 대해 최대 25%
의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

∙ 한 기업이 다수 R&D 프로젝트 추
진 건에 대해 각각 개별 신청 가능

① 농업기술개발(AgTech) :
R&D 자금 및 비현금 인
센티브 지원

자료원 : ADI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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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기관 : 아부다비 국제금융센터(ADGM) 및 내부 소속된 핀테크(Fintech) 중심 스
타트업 보육 기관인 허브71(Hub71) 등
○ (기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중소기업 펀드 (Mohammed Bin Rashid fund for SME)
* 한국기업 직접 이용 불가 / (웹사이트) http://www.thefund.ae/en/services

- 운영기관 : Dubai SME (두바이 경제개발부 산하기관)
- 운영 목적 :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UAE 내 중소기업 창업가들의 혁신적 사업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 2015년 설립, 6억 디르함(미화 약 1.63억 달러) 규모
* Emirates NBD, Dubai First, Emirates Islamic Bank, 자본

- 협력 기관 : DP 월드 및 현지 파트너 금융기관
* Noor Bank, RAK Bank 등

- 주요 프로그램 : 100% UAE 자국민 지분 소유 법인 및 5년 미만 두바이 내 추진 혁신
사업아이디어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조언, 사업자금 저리 대출, 금융 보증 등 제공
* 단, 요식업, 부동산 및 건설업, 컨설팅업, 차량렌트업, 식품 및 귀금속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무역업, 기타
이슬람법저촉 분야 사업 등 제외

모하메드 빈 라시드 중소기업 펀드 주요 대출 프로그램
구분

대출금액(한도)

내용

① 사업 초기 자금 대출(비영리) : SEED
CAPITAL LOAN (NON-PROFIT)

AED 10만～1백만 디르함
(USD 2.7만～27.2만 달러)

② 신용 은행 대출 : CREDIT BANK
SCHEME

AED 1백만～3백만 디르함
(USD 27.2만～81.7만 달러)

③ 인보이스/현지구매발주 채권 금융 :
INVOICE/LPO FINANCE

AED 100천～1백만 디르함
(USD 2.7만～27.2만 달러)

∙ 사업확장 비용 혹은 신규 프로젝
트 수립 시 필요 자금 지원 (사업
초기 자금 대출은 비영리상품으로
서 초기 대출자의 부담을 감소)
∙ 원금이자 분할 납부 최대 7년 (거
치 기간 2년 + 상환 기간 5년)
∙ 대상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최소
20% 이상의 자기 납입 자본 필요

자료원 : 모하메드 빈 라시드 중소기업 펀드 홈페이지

○ (기금) 칼리파 기업 발전 펀드 (Khalifa Fund for Enterprise Development)
* 한국기업 직접 이용 불가
* (웹사이트) www.khalifafund.ae

- 운영기관 : 칼리파 펀드 (아부다비 정부 산하기관)
- 운영 목적 : 아부다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아부다비 2030 플랜에 의거
설립, UAE 내 중소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금 및 코칭, 교육 훈련,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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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설립, 20억 디르함(미화 약 5.45억 달러) 규모 자본
- 협력 기관 : 해외 SME 지원 네트워크*, 아부다비 정부 및 대학, 산업단지 등 자국 내
지원 네트워크
* 국제 중소기업 네트워크 - INSME :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SMEs, 쿠웨이트 중소기업 개발 기금
– The National Fund for SME Development, 일본 중소기업 지원 공사 – SME Support Japan 등

- 주요 프로그램 : 100% UAE 자국민 지분 소유 법인 및 개인이 제출한 사업아이디어
평가와 조언, 사업자금 저리 대출, 멤버십 회원사에 대한 교육 훈련 및 보육 프로그램
등 제공
* 자금 대출 시 아부다비뿐만 아니라 북부 지점(샤르자, 라스알카이마, 푸자이라 등 3곳)의 신청자 중 소상공
인, 과부 및 은퇴자, 어부를 대상으로 최대 25만 디르함(미화 약 6.8만 달러)까지 대출 지원
* 단, 요식업, 부동산 및 건설업, 컨설팅업, 차량렌트업, 교육업, 광산업, 목공예 및 제지업, 일반 도매․전통복․
컴퓨터․휴대전화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무역업,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신문출판업, 재래식 농업, 여행업 분야
사업 등은 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칼리파 기업 발전 펀드 주요 대출 프로그램
구분

대출금액(한도)

내용

∙ 대출 수수료 없음
* 단, 중소기업 사업 확장(Zeyada) 자
금은 연 5%, 산업 다각화 프로젝트
(Tasneea) 자금은 대출액 3백만 디
르함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 4% 이자
부과
∙ 상품에 따라 원금이자 분할 납부 최대
스타트업(Bedaya) :
7년(거치ㅤ기간 (6개월～2년) + ㅤ상환ㅤ
AED 150만 (USD 40.9만)
기간 (2년～5년))
중소기업 사업확장(Zeyada) :
* 단, 산업ㅤ다각화 프로젝트 (Tasneea)
AED 250만 (USD 68.1만)
자금은 거치ㅤ기간 3년 + 상환ㅤ기간
5년 등 총 8년 적용
∙ 대출금이 50만 디르함 이하일 경우 총
사업비의 10%, 그 이상일 경우 20%의
AED 1천만 디르함
자기 납입 자본 필요
(USD 272.3만)
* 단, 중소기업 사업 확장(Zeyada) 자
금이 50만 디르함 미만일 경우 15%,
50만 이상, 2백만 디르함 미만일 경우
20%, 그 이상일 경우 30% 납부 필요
*
산업
다각화 프로젝트(Tasneea) 자금
AED 1백만 디르함
과
농업(Zaarie)
프로젝트 자금은 대
(USD 27.2만)
출 규모에 관계 없이 각각 최소 30%,
10% 이상의 자기 납입 자본 필요

① 영세 자영업자(Micro), 이혼녀,
영세자영업자(Micro) :
미망인, 은퇴자 등 사회적 약자 사업
AED 5만 (USD 1.4만)
자(Khutwa), 어부(Al Hasela)에 대 그 외 (Khutwa, Al Hasela) :
한 사업 지원 자금 대출
AED 25만 (USD 6.8만)

② 스타트업(Bedaya) 및 중소기업
사업 확장(Zeyada) 자금 대출
* 일반 스타트업/중기 자금 대출

③ 산업 다각화 및 국가 경제 기여
중소 프로젝트(Tasneea) 자금 대출
* 산업 다각화 특화 사업자금 대출

④ 첨단 농업 개발(Zaarie)자금 대출
* 최신 기술 적용을 위한 농업 사업
자금 지원

자료원 : 칼리파 펀드 홈페이지 / 은행 수수료 1% 및 추가 행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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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및 응용 산업 진출 · 협력 유망 분야

가. 스마트 러닝
(1) 정부 정책
○ 개요
- 오일·가스 의존 산업에서 벗어나 산업다각화를 통한 장기 국가 발전계획인 Vision 2021
을 발표, 그 중 교육을 ‘진정한 의미의 부’로 중시하며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이자 최고
투자처로 지정
- 비전 실현을 위해 UAE 교육부는 Education 2020 계획을 수립, ‘스마트 러닝 프로그램’
에 초점을 두고 공립학교의 E-Learning 환경 조성을 목표
-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5명당 컴퓨터 1대, 중등학생의 경우 2명당 1대,
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1대씩 보급
○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글로벌 이니셔티브(MBRGI)
- 2015년 UAE 부통령 겸 총리, 두바이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에 의해 창안, 자국뿐
아니라 주변 개발도상 아랍국가들에 교육·의료·인재육성·여성 및 청소년 역량 강화 등
포괄적인 인도적 지원과 지역사회 개발을 목표
- 교육 분야에서는 두바이 자선재단(Dubai Cares), 도서관 재단 등 기관들이 함께 지원
하며 개별적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출시해 운영 중
○ 모하메드 빈 라시드 스마트 러닝 프로그램
- UAE 교육부는 UAE 정보통신규제당국(TRA), UAE 총리실과 협력하여 MBRSLP
(Mohammed Bin Rashid Smart Learning Program)을 운영
- (MBRSLP) UAE 부통령 겸 두바이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이름을 따 창
안, 스마트기기와 고속 4G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마트 교실’을 도입해 독특한 학습 환경
구축 목표
∙ 목표에 따라 2020년까지 UAE 전역 440개 공립학교에 스마트 러닝 시스템 도입 예정
∙ 동 프로그램 운영에 10억 디르함(약 2억 7천 달러)이 투입될 예정이며, 원활환 디지
털 교육 시스템을 위해 UAE 교육부는 연방통신규제청인 TRA(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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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기술 도입 수요
■ ICT 접목 온라인 교육 플랫폼(E-Learning Platform)

○ 기술 도입 주요 트렌드
- UAE 정부 주도의 스마트 교육 열풍으로 정부 주도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학습 관리
프로그램이 출범하며, 사기업의 프로그램도 점차 진입 중
- (교육 플랫폼) 스마트 폰, 패드 등 기기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 전자책 등을 제공하며,
UAE 정부에서 선보인 플랫폼은 주로 아랍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아랍어 수업만 제공
- (스마트 대학) 교육열이 비교적 낮은 산유국 특성상 외국 인재의 유입이 많았으나, 포
스트 오일 시대가 도래하며 자국민 인재육성에 관심이 증가, 고등교육 과정에도 최신기
술을 접목
○ 수입/도입 현황
1) 교육 플랫폼
- (Madrasa)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2018.10월 UAE
정부에서 아랍권 최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마드라사(Madrasa) 출범, 일반과학, 수학,
생물학, 화학, 물리 등의 과목을 아랍어 동영상으로 제공
* 마드라사(Madrasa)는 아랍어로 학교를 뜻함

∙ 과학, 수학 분야의 커리큘럼을 주로 제공하며, UAE가 추구하는 미래산업을 대비한
컴퓨터 과학, 공학, 프로그래밍, 우주, 인공지능 등의 과목도 추가될 예정
∙ 아랍 사회의 지식 격차 해소를 위해 고안되었으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5천만 명
이상의 아랍 학생들에 무료로 학습 지원

❘ 73 ❘

2020 중동 주요국 스마트 테크 수요와 진출 방안

마드라사 초기 화면(상), 마드라사 제공 강의 목록(하)

자료원 : Madrasa

- (Diwan) UAE 교육부에서 출범한 전자책 프로그램으로, 공립학교 교사 및 학생들이 학
교 커리큘럼을 온라인으로 관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컴퓨터, 태블릿, 휴대용 단말기 등에 디완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학교 커리큘럼 관
리, 수업용 도서 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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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완(Diwan)에서 제공하는 전자책 학습 프로그램

자료원 : 디완(Diwan)

- (Alef Education) UAE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교육 플랫폼 기업으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
∙ 공립학교 기본 교육시스템 향상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현재 UAE,
미국, 캐나다 등지의 200개 이상 학교, 7만 6천여 명이 사용 중
∙ 수학, 영어, 과학, 이슬람학, 아랍어, 사회 등 핵심 과목에 교육부 커리큘럼을 반영해
콘텐츠 구성
∙ 인공지능을 이용해 교사 피드백 수집, 학교별 비전, 목표를 반영해 학생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 학생들의 몰입도 및 참여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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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프 에듀케이션 서비스 이용 화면

자료원 : 알레프 에듀케이션 웹사이트

- (Clevertech) UAE에 본사를 둔 온라인 교육 플랫폼 기업, 스마트 기기를 통한 수업 진
행 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며, 온라인을 통한 학생 관리 기능이 더해져 학교에
서 이용하기 용이하게 함.
∙ UAE, 오만, 이집트, 레바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언어·과학·수학 등의 과목이 주됨.
- (Teacherly)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으로, 이미지나 비디오 등 온라인 수업 개
설 및 공유가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
∙ 학생이 학습과정 중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 분석하여 학생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며,
교사의 문서작성 등 업무량을 줄여 수업 준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두바이 미래 재단(Dubai Future Foundation) 협업 기업인 Taalem Education
Group에서 동 서비스를 두바이 내 학교에 시범 운영할 것을 발표하며 스마트 러닝
보급화에 노력
2) 스마트 대학
- (HBMSU) 함단 빈 모하메드 스마트 대학(Hamdan Bin Mohammed Smart University)
은 스마트 학습을 통한 미래 인적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두바이 왕세자인 셰이크 함단
이름 따 2002년 설립, 역내 혁신·연구 문화 선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주
∙ 모바일 학습, 토론 블로그, 온라인 강의실, 교육용 게임 및 소셜 네트워킹 등 IT 기술
을 이용해 신선한 교육 환경 조성
∙ 또한, 최신 ICT 기술을 이용해 입학 등록, 동아리, 전자 도서관, 진로 및 취업 서비스
등을 학생들에 제공하고, 상담부터 학위 수여까지 100%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신설
∙ 2020년 상반기 중,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해야하는 교사들을 위해 사립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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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장 25,000여 명 대상으로 원격 교육 운영 교육도 실시
- (MBZUAI) 2019.10.16.일 UAE 아부다비 정부는 아부다비 마스다르 시티 내 세계 최초
인공지능 분야 전문 대학인 MBZUAI (Mohammad Bin Zayed Univers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설립을 발표, 2020.3.10. UAE 교육청(UAE Academic Authority)의 인가
를 받아 2021년 1월* 강의 시작 예정
* 기존 2020년 8월 개강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

∙ 주요 교육 분야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자
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며 석사·박사 과정 개설 예정
○ 경쟁 동향
- 온라인 교육 플랫폼 도입 초기 단계로, 현지 기업과 소수의 유럽 국가 기반 기업이 대
부분
■ 화상교육을 위한 원격 소통 플랫폼

○ 기술 도입 주요 트렌드
- 2020년 상반기 중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로 UAE 전역 휴교령을 실시하며 원
격 소통 플랫폼을 이용한 원격교육 부상
- UAE 교육부에서는 원격교육을 통한 교육과정이 일반 교육과정과 차질이 없도록 공립
학교는 물론이고 사립학교 원격학습 시스템까지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 팀 구성
* 화상교육 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 해결 지원 등

○ 수입·도입 현황
- 코로나19 사태 이후 UAE 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원격교육 용도로 미국의 화상 회의 서
비스 제공 업체인 줌(ZOOM), 구글 미트(Google Meet),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Microsoft Teams), 시스코 웹엑스(Cisco Webex) 등 채택
- 제출물, 안내문 등은 왓츠앱(Whatsapp) 등 메신저 서비스를 활용
○ 경쟁 동향
- 미국 IT 대기업 서비스가 초기 시장을 선점해 이용량이 월등히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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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기술·제품 수입 상위 품목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수입금액
2017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노트북,
태블릿 PC

4,907

3,264

2,138

-34.5

중국(67.9%), 미국(17.7%), 홍콩(3%), 네덜란
드(2.8%), 영국(1.9%), 한국(0.02%, 33위)

851712

스마트폰

27,579

16,798

11,151

-33.6

중국(31.3%), 홍콩(28.3%), 인도(17.1%), 미
국(11.5%), 말레이시아(3%), 한국(0.4% 12위)

852852

액정모니터

189

196

278

-48.9

중국(87.5%), 대만(1.8%), 일본(1.6%), 미국
(1.5%), 독일(1.3%), 한국(0.5%, 11위)
* `18년 기준

852580

화상카메라

932

921

451

-51.0

중국(29.8%), 홍콩(13%), 일본(10%), 대만
(8.7%), 체코(6.5%), 한국(3%, 9위)

844331

프린터

305

286

235

-17.8

중국(41.6%), 필리핀(14.4%), 태국(11.9%),
네덜란드(10%), 한국(7.7%)

HS code

품목

847130

*주요 수입 대상 국가
(‘19년 기준, 상위 5개국)

자료원 : Trade Map

UAE 사용 기술·제품 주요 브랜드 및 제품
관련 품목
HS code

품목명

원산지
(본사)

인기비결

847130

태블릿 PC

미국

브랜드 인지도, 디자인,
동일 브랜드 제품 간 호환성

851712

스마트폰

한국

신기술 탑재, 가격 다양성, 디자인

852852

액정모니터

한국

브랜드 인지도, 품질

영상촬영

852580

화상카메라

스위스

브랜드 인지도, 가격 경쟁력

출력

844331

프린터

미국

브랜드 인지도

적용분야

영상출력

자료원 : 무역관 조사

○ 우리 기술·제품 진출 현황
- 삼성전자, LG 전자 등 대기업 제품 위주로 진출해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도 높은 편으
로 전자제품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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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한국 기술·제품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대한수입금액

전체국가 중 대한수입비중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노트북,
태블릿 PC

21

6

0.03

0.5

0.2

0.02

-94.4

851712

스마트폰

481

191

49

1.7

1.1

0.4

-74.5

852852

액정모니터

4

0.9

n.a.

1.9

0.5

n.a.

-75.8
*`17-`18

852580

화상카메라

19

32

13

2.1

3.5

3

-57.8

844331

프린터

1.8

1.1

18

0.6

0.4

7.7

1517.9

HS code

품 목

847130

자료원 : 관세청 수출통계

○ 도입·수입 관련 규제
- (소프트웨어 수입) 정부 입찰일 경우, UAE 교육부에 공급자 등록(Supplier registration)
이 요구될 수도 있으나, 이 외 일반 수입에는 아직까지는 특정 규제 부재
- (통신기기 수입) UAE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자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UAE 통신
규제청(TRA)의 전기통신법(Federal Law by Decree No.(3) of 200342))에 의거해 안
전, 주파수, 전자파 적합성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적합성 승인을 위해서는 TRA의 형식승인제도(TRA Type Approval Regime)의 기
술표준을 따라야 하는데, 이는 네트워크에 장단기 손상을 입히거나 방해 않고 UAE 내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종류를 결정하고 등록하는 제도임.
∙ 무선통신단말기기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TRA에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
된 업체만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형식승인은 UAE 내 유통 전 취득이 요구됨.
☞ 형식승인 기술표준 목록은 아래 링크 참고 요망 :
https://www.tra.gov.ae/en/about-tra/telecommunication-sector/type-approval/details#documents

42) file:///C:/Users/Dell/Downloads/Federal%20Law%20by%20Decree%20No%203%20of%202003%20
Regarding%20the%20Organization%20of%20Telecommunications%20Sector%20as%20Amended.pdf

❘ 79 ❘

2020 중동 주요국 스마트 테크 수요와 진출 방안

나. 스마트 팜
(1) 정부 정책
○ 개요
- 기후·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노지 재배에 가능한 작물이 매우 제한적이나, UAE 정부의
산업 다각화 및 강력한 식량안보 정책으로 실내재배에 대한 관심 고조
* 2019년 연 최고기온 51.8℃, 연 강우량 77mm, 최고 습도 96%로 노지 재배 가능 작물 매우 제한적이며,
국토의 80% 이상이 사막으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담수원 부족

2019년 UAE 기후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수량(mm)

0

7.8

21.4

10.1

0.2

0.6

0

0

0

0

10.6

26.6

최고습도(%)

89

89

98

89

93

96

83

86

91

97

91

96

자료원 : UAE 통계청

- 자국 식량안보를 위해 2018년 ‘국가식량안보전략 2051’을 수립, 식량 수급원 다변화와
함께 농수산식품 현지 생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첨단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
책·인센티브 점차 다양화
- 특히,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식량안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져 해당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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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기술 협약 등이 두드러지며, 관련 신생기업·스타트업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음.
○ 국가식량안보전략 2051 (National Food Security Strategy)
- 2021년까지 세계식량안보지수 상위 10개국에 진입하고 2051년까지는 동 지수 1위 달
성을 목표로 하는 UAE 국가전략
*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식량 구매능력(Affordability)과 공급능력(Availability) 및 품질
(Quality)을 기준으로 113개 구가 대상 식량안보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9년 기준 21위(2018년 31위)
를 기록, 한국은 2019년 기준 29위(2018년 25위)

- 이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해 범국가적 지속가능 식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현지생산
역량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장단기 이니셔티브 추진 예정

국가식량안보전략의 5가지 주요 목표
∙ 국가 차원의 기업식 농업의 무역 촉진 선두
∙ 기술 기반의 생산을 통한 식품 안전 보장, 국내 식량 생산·공급, 농업용수 절약
∙ 영양 섭취 증대
∙ 식량 낭비·손실 방지를 위한 법과 규제의 강화
∙ 1만 6,000여 개 일자리 창출, 220억 디르함 규모의 경제적 이득

선정 식품군
∙ 과일: 사과, 바나나, 대추야자
∙ 채소: 녹색 잎채소, 토마토, 감자, 오이
∙ 곡물&콩류: 콩류, 쌀, 밀, 설탕
∙ 축산품: 소고기, 염소고기, 가금류 고기, 우유, 달걀
∙ 생선 및 유지류
자료원 : KATI, UAE 식량안보부

○ 아부다비 어그테크 기금지원 프로그램
- 아부다비 투자진흥실(ADIO; Abu Dhabi Investment Office)은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한 선진 농업 기술 수용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비금융 지원
- 특히 농업 기술에 대해 3년간 최대 10억 디르함(약 2.7억 달러)까지 R&D 투자금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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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투자진흥실 어그테크 지원프로그램
구분

지원내용

농업기술개발(AgTech) :
R&D 자금 및 비현금
인센티브 지원

∙ 2019년부터 향후 3년간 10억 디르함(약
2.7억 달러)의 개발 인센티브를 협약 기업
에 분배
* 급여, 장비 비용 등을 포함한 총 R&D 금
액의 75%까지 환급
* 건별 상황에 따라 성공 보장을 위한 비
금전적 추가 인센티브 제공

비고

∙ 3대 중점 지원 농업분야
- 해조류 기반 바이오 연료
(Algae-based biofuels)
- 실내 농업 기술(Indoor
farming technology)
- 정밀 농업 및 농업로봇기술
(Precision agriculture and
ag-robotics)

자료원 : 아부다비 투자진흥실

- 아부다비에서 이미 어그테크 분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 또는 활동 예정인 기업이 대상
이며, 비고란 내 3개 분야 기업 우대
* 기술자(Engineer) 또는 과학자가 상근해야 하며, 포괄적인 R&D 능력 및 기술을 보유해야 함.

(2) 현지 기술 도입 수요
■ 수직 농장

○ 기술 도입 주요 트렌드
- 노지재배가 어려운 현지 기후 특성상 실내재배 기술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 그중
기존 재배방식 대비 필요한 농업용수를 절감할 수 있는 수경재배 방식 선호도 높음.
- 수직농장들의 경우 레스토랑과 호텔 등에 식자재 납품을 통해 공급능력 테스트 후 대형
현지 하이퍼마켓 체인인 까르푸(Carrefour), 유니온 쿱(Union Coop), 스피니스
(Spinneys) 등에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공급
- 해외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UAE 정부기관 및 대기업의 투자를 받아 현지 시장
을 공략 중
○ 수입/도입 현황
- (Badia Farms) 2016년 두바이 알-코즈 지역에 설립된 UAE 최초 수직농장으로, 2020년
중 신규 수직농장을 추가로 건설해 딸기, 버섯 등 생산 가능 작물의 종류와 생산량을
늘릴 예정
∙ 수경재배 방식을 이용해 케일, 루꼴라, 상추 등 16개 작물 재배
∙ 대표 기술로는 일반 재배 방식 대비 물의 양을 80% 절감해 UAE 기후 환경에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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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ia Farms 내부 모습

자료원 : 현지 언론(Gulf Today(좌), Gulf News(우))

- (UNS Farms) 2018.9월 두바이 알-코즈 지역에 설립, 1천만 달러 가량을 투자해 총 8층
으로 이뤄진 2,780㎡ 규모 수직농장을 조성·운영 중이며, 매일 1,000~1,500kg의 작물
생산
∙ 수경재배 방식을 이용해 베이비케일, 루꼴라, 상추, 겨자 4개 작물을 재배하며, 향후
딸기, 버섯, 꽃 등 생산 예정
∙ 일반 재배 방식 대비 물의 양과 대지를 각각 10%와 25%만 사용, 뿌리 주변에 수분을
유지해 영양소 균형을 맞춤.

UNS Farms 모습

자료원 : 현지 언론(Gulf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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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p-One) 미국 메사추세츠 소재 농업 기업으로 에미레이트 항공 자회사인 Emirates
Flight Catering과 합작투자를 통해 알 막툼 국제공항 인근 지역에 2020년 내 수직농장
조성 추진
∙ 동 수직농장은 약 4천만 달러를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약 12,000㎡)로 설립 예정이
며, 에미레이트 항공 기내식 자재로 사용될 것임.
∙ 대표 기술로는 일반 농업 방식에 필요했던 농업용수의 1% 만으로 재배가 가능해 수
자원이 부족한 UAE에 적합

협약 체결식 및 미국 내 Crop-One 수직농장 내부 모습

자료원 : Daily News(좌), 에미레이트 항공 트위터(우)

○ 경쟁 동향
기업명

기업 로고

웹사이트

취급분야

비고

바디아 팜
(Badia Farms)

https://www.
badiafarms.com/

수직농장
(케일, 루꼴라, 바질,
상추 등 16개 작물)

UAE 현지기업
UAE 최초 수직농장

유엔에스 팜
(UNS Farms)

https://www.unsfarms.
com/our-produce/
unsberg.html

수직농장
(베이비케일, 루꼴라,
상추, 겨자 4개 작물)

UAE 현지기업

에어로 팜
(AeroFarms)

수직농장
https://aerofarms.com/ (베이비케일, 베이비루꼴라,
새싹채소 등 6개 작물)

마다르팜
(Madar Farms)

자료원 : KOTRA 두바이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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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
madarfarms.co/

수직농장
(피샷, 루꼴라,
새싹채소 등 7개 작물)

아부다비 투자진흥실(ADIO)의
투자를 받아 2020년 중
아부다비에 840㎡ 규모 수직
농장 건설 계획
아부다비 투자진흥실(ADIO)의
투자를 받아 2020년 중 칼리파
산업단지(KIZAD)에 470㎡ 규모
토마토 농장 건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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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온실 & 컨테이너 농장

○ 기술 도입 주요 트렌드
- (스마트 온실) 고온 다습, 경작지 및 수자원 부족으로 실외 영농에 한계가 있어 스마트
온실 및 실내재배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설비에 대한 관심 증가
- (컨테이너 재배) 스마트 온실이 통상 대규모로 조성되는 것과 달리 컨테이너는 비교적
소규모 재배시설을 갖출 수 있어, 스타트업이나 소기업들의 진출이 대부분임.
- 농업 전문인력이 부족해 농사 지도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실내
환경을 조절하거나, 현지 근로자에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자체 운영 솔루션 수요
도 높은 편
○ 수입·도입 현황
- (Pure Harvest) 2016년 네덜란드 서톤(Certhon)과 협업해 설립한 UAE 스타트업으로
2018년부터 아부다비에 1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 운영 중
- 체리 토마토, 캔디 토마토 등 다양한 종류의 토마토를 전문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동
사 기술은 기존 재배 방식과 비교했을 때 면적당 17~23배 많은 양의 토마토 수확이
가능함.
- 매일 2톤 가량의 토마토 생산해 자국 토마토 수입 의존도 감소에 기여

퓨어 하비스트(Pure Harvest) 내부 모습

자료원 : 현지언론 thenational(좌), entrepreneur.com(우)

- (Agricool) 프랑스 스타트업으로 두바이에 테스트 컨테이너 농장을 설치해 2018.7월부
터 딸기 생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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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테이너(Cooltainer)라 불리는 어그리쿨(Agricool) 컨테이너는 야외주차장 두 칸 크기
정도 공간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며, 내부 벽면에 4,000그루의 딸기 재배 가능
- 배양액과 조명·관개 등 대부분이 원격제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같은 재배면적의 재래
농법 대비 120배 딸기 생산이 가능

어그리쿨(Agricool) 테스트 컨테이너 모습

자료원 : 현지언론 thenational(좌), Bedayat(우)

○ 경쟁 동향
- 네덜란드와 같이 기존 온실 관련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로부터 장비·기술 등을 도입
하는 경우가 많음.

기업명

기업 로고

퓨어 하비스트
(Pure Harvest)

어그리쿨
(Agricool)

자료원 : KOTRA 두바이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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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s://
pureharvest.ae/

https://www.
agricool.co/en/

취급분야

비고

스마트 온실
(토마토 생산)

∙ UAE 현지기업
∙ 무함마드 빈 라시드 혁신펀드와
현지 VC 쇼룩 인베스트먼트
(Shorooq Investment)로부터 각
각 150만, 110만 달러 규모 투자
를 받아 온실 조성 및 운영 중

컨테이너 농장
(딸기 생산)

∙ 프랑스 스타트업
∙ 프랑스 식품 대기업 다농(Danone)
과 투자은행 BPI로부터 2,800만
달러 투자를 받아 2021년까지 파
리와 두바이에 작물 생산을 위한
컨테이너 100박스 증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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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기술·제품 수입 상위 품목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HS code

품 목

852692

수입금액

전년대비
2019 증가율

*주요 수입 대상 국가
(‘18년 기준, 상위 5개국)

2017

2018

무선원격조절기기

6

5

31

525.8

중국(48.5%), 미국(30.7%), 독일(6.4%), 인
도(2.5%), 프랑스(2.4%), 한국(0.5%, 11위)

902490

센서

4

4

3

-22.8

미국(41.2%), 영국(20.5%), 독일(10.4%), 헝
가리(6.5%), 인도(5.7%), 한국(0.6%, 16위)

847150

정보처리장치

928

1,204

743

-38.3

중국(47.3%), 네덜란드(12.2%), 홍콩(10.3%),
체코(10%), 미국(7.2%), 한국(0.1%, 18위)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295

294

235

-20.1

네덜란드(61.6%), 홍콩(8.5%), 중국(7.3%), 말
레이시아(4.2%), 미국(3.6%), 한국(0.7%, 11위)

8523

메모리 디스크

1,234

941

578

-38.6

중국(18.6%), 미국(14.6%), 영국(12%), 인도
(11.4%), 대만(9.5%), 한국(1.9%, 13위)

자료원 : Trade Map

UAE 사용 기술·제품 주요 브랜드 및 제품
관련 품목
(HS code)

품목명

원산지
(본사)

인기비결

852692

무선원격조절기기

중국

가격 경쟁력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네덜란드

브랜드 인지도

847150

정보처리장치

중국

가격 경쟁력

감지

902490

센서

미국

브랜드 인지도

기억장치

8523

메모리 디스크

중국

가격 경쟁력

적용분야

원격조정

자료원 : 무역관 조사

○ 우리 기술·제품 진출 현황
- (n.thing) ’플랜티 큐브‘라 불리는 IoT 기술 기반의 모듈형 스마트팜을 수출하는 스타트
업으로, 2019.3월 국내 협력 대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후 UAE 현지 기업과 함께 시장
진출에 착수
∙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농장 확장 시, 새로 농장을 지을 필요 없이 컨테이
너를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음.
∙ 컨테이너 내에 자사 개발 제품인 ‘플랜티 화분’*을 배치, 내부에 설치된 IoT 기반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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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활용해 농장 환경을 원격 조절해 운영
* 화분에 모터를 달아 스마트폰 어플로 물을 주어 부재 시에도 관리가 쉬운 스마트 화분

∙ 재배 작물은 호텔에 식자재로 납품 예정이며, 시험 운영 후 현지 파트너사에서 스마
트팜 인수 예정

엔씽 내·외부, 원격 모니터링 모습

자료원 : 두바이무역관 자체 촬영

- (KT) 2018년 초 한국을 방문한 셰이카 자밀라 공주의 요청에 따라, 2018.11월 샤르자
코르파칸에 샤르자 인도주의센터와 협력해 600㎡ 규모의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 조성
-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해 실내 온도를 27~28℃로 유지하며, 물 순환 시스템을 통해 농업
용수의 70%가량을 재활용
- 증강현실(AR) 글라스를 통해 원거리의 관리자가 현장 작업자에 실시간 교육과 솔루션
을 제공할 수 있음.

對한국 기술·제품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대한수입금액

전체국가 중 대한수입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HS code

품 목

852692

무선원격조절기기

0.07

0.07

0.2

1.2

1.4

0.5

123.9

902490

센서

0.06

0.09

0.02

1.4

2.1

0.6

-77

847150

정보처리장치

0.3

0.3

0.9

0.04

0.03

0.13

184.8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1

1.1

1.6

0.4

0.4

0.7

47.3

8523

메모리 디스크

10

11

11

0.8

1.2

1.9

-2.7

자료원 : Trad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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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수입 관련 규제
- (IoT기술 및 서비스) UAE 통신규제청 TRA(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은 사물 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의 안전한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규제 정책 “IoT Policy”을 2018년 3월에 수립, 2019년 3월부터 적용
∙ 규제 대상 : 모든 IoT 관련 당사자에 대한 규제 적용
* (1)통신 서비스 제공자(ie. ‘Etisalat’ 등의 통신사업자). (2)IoT 서비스 제공자, IoT서비스 사용자(개인,
기업, 정부 등) 등

∙ 주요 규제 정책 내용
* IoT 서비스 제공자는 TRA에 의무 등록해야 함. 관련 사업자는 UAE내(본토 혹은 프리존)에 법인형태로
존재하거나 또다른 UAE현지인(법인)을 하여금 공식적인 대리인으로서 지정해야 함
* 데이터 현지화 조건 의무 : ‘비밀스럽고’,‘예민하며’,‘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는 우선적으로 UAE내에서 보
관되어야 하며, UAE 관할 당국의 요건을 충족하는 암호화 표준을 사용해야 함. 만약 해외로 반출될
경우 UAE의 데이터 보안 및 사용자보호정책 수준을 넘는 외국 국가에 한해 국외 보관이 가능
* 무선 통신 단말 장비(RTTE :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등 IoT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의 경우 모든 주요 기능 및 특징을 기기 자체 또는 그 포장 패키지나 사용안내자료에
표기해야 함
* IoT 서비스를 위해 SIM (가입자 확인 모듈, Subscriber Identity Module) 사용이 필요한데 이 때 물리
적 SIM(Physical SIMs) 뿐만 아니라 내장형 SIM(Embedded/eSIMs)의 사용이 가능. 다만 소프트SIM
(Soft SIM)의 경우에는 TRA로부터 사전에 별도의 사용허가가 필요

∙ TRA에서의 IoT서비스 등록 절차 : TRA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서비스 등록을 요
청하면 35일 이내 승인 여부 안내.

다. 현지 주요 클러스터 현황
■ 두바이 실리콘 오아시스 (Dubai Silicon Oasis)
1) 단지 개요

○ 위치
- 두바이 내륙, 인터내셔널 시티(International City) 인근
○ 총 면적 (gross area)
- 720만㎢
○ 단지 구성 (Composition)
- 두바이 첫 스마트 시티인 실리콘 파크(Silicon Park)를 15만㎡ 규모로 조성
* 2019년 2분기 완공을 목표로 하며, 사무공간, 상업공간, 거주공간, 기타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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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오아시스 전경

실리콘 오아시스 마스터 플랜

○ 유치 업종
- 두바이의 하이테크 산업 육성 및 세계 선두의 첨단 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
○ 입주 현황
- 1,000여 개사
2) 입지 여건

○ 인프라/교통 환경
-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인접 지역에 대한 접근성 탁월
- 두바이 국제공항과 인접
- 타 지역에 비해 주거단지 연간 임차료 비용이 저렴한 편으로 입주 부담이 적음.
○ 기타 여건
- 첨단 기술 전문가 및 인재 유치를 위해 미국 로체스터 공과대학(RIT)의 분교를 두바이
실리콘 오아시스 내 유치하여 ICT 전문가 확보에 전념
- UAE는 2019.5월 전문가, 연구원, 우수 학생 등에 장기 거주 비자를 부여키로 발표하면
서 전문인력 유치에 노력 중
3) 산업 환경

○ 거주단지, 학교, 사무단지, 코워킹 스페이스, 창고 등의 인프라 보유
○ 두바이 최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디테크(Dtec)로 스타트업 기업 다수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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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 기관

○ 두바이 실리콘 오아시스청 (Dubai Silicon Oasis Authority) : 두바이 정부 산하의 자유무
역지대 관리기관으로 중동의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혁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중점 유치
및 육성
5) 입주(투자) 조건

○ 제출 서류 및 절차
① 입주지원서 작성 후 실리콘오아시스청 웹사이트 내 e-service 통해 접수, 약 7영업일 소요
*ㅤhttps://eservices.dso.ae/ (가입 필수)

② 관련 수수료 지급 및 법률문서 제출
ㅤ

* 필요 서류 : 의향서(Letter of Intent), 여권 사본, UAE 거주자 명의 NOC(Non Objection Certificate),
은행 입출금내역서, 감사재무보고서 또는 레퍼런스 레터

③ 사무실 임대 계약서 및 은행 자본 주식(Bank share capital) 레터 제출
○ 세금 혜택 (tax benefit)
- 자유무역지대(Freezone)를 표방하여 무관세, 100% 외국인 지분 소유 가능, 과실송금
자유, 법인세·소득세 면제 등 기업들에 재정적 이점을 줌.
○ 자금 지원
- 두바이 기술창업센터(Dtec;Dubai Technology Entrepreneur Campus) : 중동지역 내
최대 규모 창업센터로 정부 차원의 멘토링 프로그램, 자문, 대출 프로그램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동지역 내 스타트업 허브 목표
- 스마트 시티 엑셀러레이터(Dubai Smart City Accelerator) :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해
IoT, 블록체인 등의 혁신 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두바이 기술 창업센터
(Dtec)에서 운영
- 실리콘 오아시스 파운더즈(Silicon Oasis Founders)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특화 인큐
베이터로, 인재 육성, 펀딩 등 다분야 지원 프로그램 보유
○ 기타 인센티브
- 대표 기관, 기업과 파트너십 기회 제공 : 두바이 기술 창업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ICT 분야 대형 기관 및 기업인 RIT 공대, SAP, IBM 등과 파트너십 기회 제공
-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제공 : 두바이 기술 창업센터 내 스타트업 공동
사무공간을 둠으로써 기업 간 피드백·협업 등이 가능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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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입주 업체
회사 로고

회사명

웹사이트

사업 현황

3W networks

https://www.3wnetworks.com/

(통신 산업, 현지 기업)
마이크로파 송신기,
광송수신기 등

Wavetec

https://www.wavetec.com/

(디지털 기기 산업, 현지 기업)
디지털 키오스크, 디지털
사이니지 등

슈나이더 일렉트릭
(Schneider Electric)

https://www.se.com/ae/en/

(ICT 산업, 프랑스 기업)
데이터센터 및 네트워크, 기타
자동화 시스템 등

AMD(Advanced
Micro Devices)

https://www.amd.com/en

(ICT 산업, 미국 기업)
반도체, CPU

후지쯔(Fujitsu)

https://www.fujitsu.com/global/
about/corporate/locations/
worldlocation/middleeast/

(ICT 산업, 일본 기업)
정보 시스템 하드웨어

7)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두바이 실리콘 오아시스 청 2021 계획(DSOA 2021 Strategy)
- ‘스마트 시티, 첨단 기술 허브, 혁신 인재, 가치 있는 사회’ 네 가지 주요 축에 초점을 둠.
- (스마트 시티) 지속 가능한 자원을 최적화하여 통합되고 연결된 스마트 시티 구축
- (첨단 기술 허브) 외국 자본 투자처로 선호되는 이점을 이용해 기술 분야 기업의 입지
확보
- (혁신 인재) 직원들의 혁신, 경험, 행복지수를 높여 자신의 미래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
록 함.
- (가치 있는 사회) 두바이 실리콘 오아시스의 투명성과 개인 및 기업의 보안 유지
■ 두바이 인터넷 시티 (Dubai Internet City)
1) 단지 개요

○ 위치
- 두바이 팜 쥬메이라(Palm Jumeirah)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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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Tecom group

○ 단지 구성
- 사무 단지, 코워킹 스페이스, 부지 외 창고, 스타트업 지원센터(in5 센터) 등
○ 유치 업종
- IT 업종
○ 입주 현황
- 약 2,000여 개사
2) 입지 여건

○ 인프라/교통 환경
- 외국인 밀집 주거 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대형 쇼핑몰 및 골프장 등 편의시설
밀집
- 두바이 메인 도로인 셰이크 자이드 로드 라인에 위치해 이동이 편리하며, 두바이 인터
넷 시티 메트로 역이 설치되어 있어 출퇴근에 유리
3) 산업 환경

○ 글로벌 IT 대기업을 포함한 동종 업계 커뮤니티 구성
- 각종 IT 관련 포럼, 콘퍼런스를 개최해 테크 업종 기업 또는 스타트업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최신기술 정보 공유의 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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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인터넷 시티 주관 콘퍼런스 (2020.2.11.～12.)

자료원 : 두바이 인터넷 시티 인스타그램

4) 관리 기관

○ 테콤 그룹(TECOM Group), 두바이 홀딩(Dubai Holding)
5) 입주(투자) 조건

○ 제출 서류 및 절차
- 두바이 인터넷 시티 웹사이트 통한 접수(https://dic.ae/offerings/commercial-spaces)
- 필요 서류 : 설립자의 여권 사본, 매니저 및 이사의 여권 사본, 법률 대리인 세부사항,
사업 계획서, 면허 소지 신청서, 회사 정관, (주주 중 1명 이상이 외국계 기업일 시)
경영진 리스트 및 회사 설립 증서 등
- 법인 설립 시 최소자본금이 요구될 수 있으며, 지점(Branch)의 경우엔 불요
○ 세금 혜택
- 법인세 및 소득세율 0%
○ 자금 지원
-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인파이브(in5)) 테크, 미디어, 디자인 분야 스타트업 및 기업가에
5가지 혜택을 제공해 성공적인 출범을 장려
* 인파이브는 각 분야 중심의 센터 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두바이 인터넷 시티에는 테크 분야 업종을 유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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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이브 주요 혜택 5가지

자료원 : infive.ae

- 두바이 미디어시티 인파이브 센터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개
방형 사무공간, 임대형 사무공간 등 스타트업 육성 특화 시설이 있으며 멤버십 회원의
경우 가격 혜택 제공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진행과정

자료원 : infive.ae

∙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선정된 기업에 한해 라이선스·비자 취득, 사무공간
임대 등에 가격 혜택 제공. 모집 스타트업 수에 제한이 없으며 연중 상시 지원 가능
∙ 멤버십 서비스: 업종 별 소요 비용이 상이하며, 멤버십 가입 시 인파이브 내 시설
모두 이용 가능, 연계 이벤트 참석 등의 기회가 주어짐. 여권 사본, 이력서 등 온라인
으로 요구 서류를 제출하면 인파이브 측에서 검토 후 회신
☞ 두바이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인파이브(in5)’ 방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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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입주 업체
회사 로고

회사명

웹사이트

사업 현황

IBM

https://www.ibm.com/ae-en

(IT, 미국 기업)
컨설팅, 설계,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MENA 지역 본부

Microsoft

(IT, 미국 기업)
https://www.microsoft.com/en-gulf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통신 및
네트워크 MENA 지역 본부

Du

https://www.du.ae/personal

(IT, 로컬 기업)
통신 및 네트워크

삼성전자

https://www.samsung.com/ae/

(IT, 한국 기업)
통신 및 네트워크, 가전제품,
전자기기 지역 본부

Facebook

https://www.facebook.com/uaaeee/

(IT, 미국 기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지역 본부

■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 Abu Dhabi Global Market)
1) 단지 개요

○ 위치
- 아부다비 알 마르야 섬(Al Maryah Island)

ADGM 위치

자료원 : AD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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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면적
- 114 헥타르
○ 단지 구성
- 등록청(RA; Registration Authority) : 법인 등록, 인허가 업무, 정부 관련 서비스 지원
- 금융서비스규제기관(FSRA;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 :ㅤ투명한 금융서
비스 제공 및 진보적 금융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적 표준을 모델로 한 FSRA
규정으로 ADGM 내 금융기관 관리, 감독
- ADGM 법원 : 영국 보통법(Common Law)을 적용한 사법권 행사

ADGM 전경

ADGM 마스터플랜

자료원 : (좌)ADGM, (우)world-architects

○ 유치 업종
- 금융, 핀테크
○ 입주 현황
- 2,650개 사
2) 입지 여건

○ 인프라/교통 환경
- UAE 수도인 아부다비에 위치해 있으며, 쇼핑몰, 호텔, 종합병원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어 거주민 및 출장자들에 편리한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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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환경

○ MENA 지역 금융 선도 단지
- 최초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MENA 지역 최초 민간 부동산 투자 신탁 제도, 세계 최초
포괄적 암호자산(Crypto asset) 규제 체제 등을 도입해 국제 금융단지의 면모를 보여줌.
- 또한, MENA 지역 최고의 핀테크 허브이자 세계적으로는 런던에 이어 두 번째로 활발
한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보유

자료원 : ADGM

4) 관리 기관

○ 등록청(RA), 금융서비스규제기관(FSRA), ADGM 법원
5) 입주(투자) 조건

○ 제출 서류 및 절차
① 규제 계획(Regulatory plan), 계획된 규제 활동(setting out the planned regulated
activities) 등을 준비해 금융서비스규제기관(FSRA) 담당자와 협의
② 요구 서류 및 신청서 양식 제출
* 신청서는 업무 범주에 따라 상이, 다음 링크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https://www.adgm.com/setting-up/authorisation-and-supplementary-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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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DGM 담당자와 인터뷰 진행
④ 신청 허가가 떨어지면 등록청(RA)과 협의 후 상업 면허 신청 절차 준비
⑤ 금융 서비스 허가증 발급
○ 세금 혜택
- 입주 기업 및 지사에 법인세율 0% 제공
- Stamp tax, 원천징수세, 재산세, 고용세 미부과
○ 자금 지원
- (테크 창업보육기관 Hub71): 아부다비 경제 부흥 프로그램 ‘가단 21(Ghadan 21)’의 이
니셔티브 중 하나로, 아부다비 내 테크 산업 생태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
프로그램* 시행
* Hub71 인센티브 프로그램: Hub71의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업무 공간, 주거, 보험비용을 지원. 2020.5.3.
기준 신규 15개사를 포함하여 총 51개사가 혜택을 받고 있음.

-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선정될 시, 시드(Seed) 단계* 스타트업에 보조금 100% 지원,
Emergent 단계* 스타트업에 50% 지원
* 시드 단계: 2～5명으로 구성, 자본금 10만～50만 달러 기업에 해당하며 2년간 지원
** Emergent 단계: 최대 25명으로 구성, 자본금 50만 달러 이상 기업에 해당하며 3년간 지원

- 의료, 교육, 금융, 플랫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양성하고 있으며, 엑셀
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선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Be high-growth tech companies
∙ Target a large user base or potential pool revenue
∙ Provide transformative technologies or business models
∙ Secured VC funding in the last three years
∙ Set up a meaningful presence (a majority of the team) at Hub71
- 자금 조달을 위해 대형 벤처캐피탈 펀드 및 투자자들*을 유치해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에 제공
*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바달라(Mubadala), 아부다비 투자청(Abu Dhabi Investment Office), 소프트뱅크 등
이 있음

○ 아울러 Hub71 선정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변화 대응을 위해 민간 및 공공
분야에 기술 지원이 가능한 헬스테크와 에듀테크 스타트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2020.5.4.
신규 15개사* 선정
* 브라질, 싱가포르, 그리스, 아일랜드, 캐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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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입주 업체
회사 로고

회사명

웹사이트

사업 현황

알타미미
Al Tamimi & Company

https://www.tamimi.
com/ae-en/

(법무법인, Branch of a
Foreign Company)
법률 서비스 제공

딜로이트
(Deloitte & Touche
(M.E.) LLP)

https://www2.deloitte.
com/qa/en.html

(컨설팅, 영국 기업)
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Ernst & Young –
Middle East

(컨설팅, 영국 기업)
https://www.ey.com/ -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en_ae
- 회계&감사
- 세무 및 금융서비스

7) 유의사항

○ 이중 라이선스 제도 도입
- 2020.5.27. ADGM은 설립법(Abu Dhabi Law No. 4 of 2013 Concerning Abu Dhabi
Global Market - the Founding Law) 개정안을 발표, 지속가능한 금융생태계로의 접근
을 앞당기기 위한 기반 마련
- 별도의 거주지 이전 없이 아부다비 본토에 지사·자회사·대표사무소 등 추가 설립 가능
(아부다비 경제개발청에서 ADGM 및 본토의 2중 라이선스 발급)
* 기존에는 ADGM에 먼저 등록된 기업이 아부다비 본토에 지사나 자회사, 대표사무소 등을 설립코자 할 경우
(ADGM 구역을 제외한) 아부다비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해야 했음.
* ADGM 설립 전 해당 지역(Al Maryah)에서 아부다비 경제개발청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 이번 개정 이후로 기존 라이선스를 포기하고 새롭게 ADGM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함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ity)
1) 단지 개요

○ 위치
- 두바이 북쪽(비즈니스 베이와 두바이국제공항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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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khtt.net

○ 총 면적
- 1㎢
○ 단지 구성
- 사무단지 및 주거단지로 구성

DIFC 전경

DIFC 평면도

자료원 : DI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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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 업종
- 금융, 핀테크
○ 입주 현황
- 2,437개 사(2020.5.13.)
2) 입지 여건

○ 인프라/교통 환경
- 두바이 북부지역 서비스 산업 중심지로 인근에 근로자 및 출장자를 위한 호텔, 레스토
랑, 쇼핑몰 등이 밀집한 종합 상업지역
○ 기타 여건
- 세계적 수준의 국제 금융센터로 중동, 동북아프리카, 카스피해 연안 국가, 인도를 포함
하는 지역에 금융 서비스 제공
- 뉴욕, 런던, 홍콩이 처리할 수 없는 시간대에 업무가 가동돼 지구촌 금융 시스템이 24
시간 움직일 수 있도록 비어있던 6시간을 메움.
3) 산업 환경

○ 중동·아프리카 지역 금융 허브
- 샤리아 법을 차용한 이슬람 금융의 모순을 극복하여 두바이를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두바이 정부에서 출범
- 독자적 중재센터 운영으로 금융 관련 기업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정성을 제공하며, 보통법이 적용되는 독립적 사법체계를 적용
＊ 런던국제중재법원을 모델로 한 중제센터를 프리존 내에 운영, 회사법, 상법, 민법, 노동법, 유가증권법 등
을 UAE법이 아닌 Common Law 적용(형법, 이민법 등은 UAE 법체계 적용)

- 핀테크 등 첨단금융기법 도입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7년 핀테크 하이브(Fin Tech
Hive)라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론칭하는 등 금융관련 스타트업 및 벤쳐캐피탈 유
치에도 적극적
4) 관리 기관

○ 두바이 정부, 두바이국제금융센터 관리청(DIFC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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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투자) 조건

○ 제출 서류 및 절차 (금융업계 기준)
①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준비해 DIFC와 미팅 일정 조정
② 사업 계획서 제출으로 초기 승인 신청
③ DIFC 내 사무실 임차
④ 사업 라이선스, 인증서 취득, DIFC 내 사업장 등록
⑤ DFSA에서 라이선스 취득
* 보다 자세한 사항은 DIFC 웹사이트 내 Starting Business in DIFC 카테고리 참조
(https://www.difc.ae/business/starting-business/handbook-fees/)

○ 자금 지원
- (핀테크 펀드) 2017년 11월 DIFC 주관 제1회 글로벌 파이낸셜 포럼(GFF;Flobal
Financial forum)에서 발표한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로 창업 투자부터 육성, 성장 단계
까지 금융 기술 업체를 지원

DIFC 핀테크 펀드 지원 내용

자료원 : DIFC

- 자산관리, 뱅킹 서비스, 보험(Insurance)와 같은 서비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핀테크
솔루션을 최우선으로 모집
* DIFC 핀테크 펀드 웹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프로그램 지원 가능
(https://fintechfund.difc.ae/?utm_source=web-banner)

○ 기타 인센티브
- (투자자 및 전문가 대상 장기 거주비자 발급) UAE 거주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이
고용주이거나,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최장 3년 기간의 비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8.11월 투자법 개정을 통해 아래 요건 해당 시 스폰서 없이 5년, 10년 비자 취득
가능

❘ 103 ❘

2020 중동 주요국 스마트 테크 수요와 진출 방안

∙ 5년 거주비자 : 현지 자산에 AED 5백만(USD 137만 상당) 이상 투자한 투자자 혹은
최소자본금 AED 500,000(USD 13만6천 상당) 이상의 사업가
∙ 10년 거주비자 : 자기 자금으로 AED 1천만(USD 273만 상당) 투자한 투자자/기업
간부일 경우, 해당 기업이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유수기업이거나 학업 성적이 우
수함을 증명해야 함.
6) 주요 입주 업체
회사 로고

회사명

웹사이트

사업 현황

알푸타임
(Al Futtaim)

https://www.alfuttaim.com/
home

(현지 기업)
투자, 자산관리

에미레이츠 엔비디
(Emirates NBD)

https://www.emiratesnbd.com/

(현지 기업)
금융 서비스

바클레이스 은행
(Barclays Bank)

https://www.barclays.ae/

(금융, 영국 기업)
금융 서비스

메릴린치
(Merrill Lynch)

https://www.ml.com/
global-offices.html

(금융, 미국 기업)
금융 상품 판매, 금융자문,
자산관리

한국수출입은행

https://www.koreaexim.go.kr/
(금융지원, 한국 기업)
site/main/index002
수출지원 및 해외투자 금융

[참고] UAE 산업단지 개황

□ 개발 연혁
○ 1985년 두바이 정부는 제벨알리(Jebel Ali) 항에 자유무역지대(Free Zone)를 설립하여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무역, 물류 중심지로 성장
○ 2004년 제조업 육성을 위한 DI(Dubai Industrial City) 조성
○ 2012년 아부다비 정부에서 KIZAD(Khalifa Industrial Zone) 산업단지 조성
○ 2015년 두바이 2021 계획에 따라 두바이 알 막툼 국제공항 부지 내 Dubai South 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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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두바이 생명공학 연구단지(Dubiotech)와 에너지 환경단지(Enpark)가 합병하여 두바이
과학단지(Dubai Science Park) 조성
○ 2019년 7월 기준 UAE 전역에는 약 43개*의 자유무역지대와 산업단지가 분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10개가 산업단지로 알려짐.
* 아부다비(프리존4, 산업단지3,), 두바이(프리존20, 산업단지5), 샤르자(프리존2, 산업단지1), 아즈만(프리존
2), 라스알카이마(프리존1, 산업단지1), 푸자이라(프리존2), 움알콰인(프리존1)

UAE 자유무역지대 및 산업단지 분포

자료원 : 구글맵(두바이무역관 자체 편집)

□ 주요 관리 주체
○ 아부다비 경제개발부(Abu Dhab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 두바이 경제개발부(Duba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 각 자유무역지대 청(Authority)
□ 최근 변화 동향
○ UAE는 산업 다각화를 위한 각 토후국별 핵심 산업 중점육성 및 규모 확장을 위해 자유무역지
대 간 합병을 시도하고 있음
- 두바이 과학단지(Dubai Science Park)는 두바이 생명공학단지(Dubiotech)와 에너지 환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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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Enpark)가 합병하여 만들어짐.
- 라스알카이마 경제단지(RAKEZ)는 라스알카이마 프리존(RAK Free Trade Zone)과 라스알
카이마 산업단지(RAKIA Industrial Park)가 합병하여 만들어짐
□ 주요 산업단지 내역
순번

지역

산업지대명

설립연도

웹사이트

주요 제조 품목

Industrial City of Abu
Dhabi(ICAD)

2004

www.zonescorp.com

금속, 플라스틱,
하이테크, 화학 등

Al Ain Industrial City

2005

www.zonescorp.com

화학&플라스틱,
건축자재 등

3

Khalifa Industrial Zone Abu
Dhabi(KIZAD)

2012

www.kizad.ae

알루미늄, 금속 등

4

JAFZA
(Jebel Ali Free Zone)

1985

www.jafza.ae

철강,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5

Dubai South

2015

www.dubaisouth.ae

식품·음료, 공항용
운송장비 등

Dubai Industrial City

2004

http://www.dubaiind
ustrialcity.ae/

타일, 철강, 시멘트,
소비재 등

7

Dubai Science Park

2015

http://www.dsp.ae/

의약품, 향료 등

8

Dubai Investment Park

1997

www.dipark.com

건설자재, 가구,
플라스틱, 식음료 등

Hamriyah Free Zone

1995

www.hfza.ae

식음료, 화장품(향수) 등

Ras Al Khaimah Economic
Zone(RAKEZ)

2017

www.rakez.com

기초금속, 시멘트,
플라스틱, 식음료 등

1
2

6

9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10 라스알카이마

자료원 : 두바이 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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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AE 스마트 테크 진출 전략

가. SWOT 분석
- UAE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MENA(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물류
및 기술 R&D,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허브로써, 역내에서 가장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및 ICT인프라를 갖춰 중동 ICT시장의 대표적인 테스트베드 시장임

Strengths

Opportunities

∙ (우호적인 투자 환경) 안정된 국내 정치 환경 속에
서 법인세, 개인소득세가 없고, 외부 변화 요인에 대
한 수용력과 이해도가 높아 외국기업의 비즈니스 선
호 높음
* ’19년 WEF 글로벌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거시경
제 안정성 1위, ICT 수용도 2위, 종합 25위 기록
∙ (지정학적 이점) 중동과 서남아, 유럽을 잇는 무역
과 물류, 교통의 허브로써 새로운 기술 및 트랜드의
사업화시 주변국 확산에 용이
∙ (우수한 기반시설) 우수한 항만 및 항공, 도로 등 교
통 인프라와 ICT 분야 포함 다양한 전문 산업특화
단지 조성
* ’19년 WEF 글로벌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총 141
개국 중 인프라 부문 12위 기록

∙ (강력한 산업 다각화 정책) 연방정부의 비전 2021,
Centenial 2071 등 중장기 전략을 포함, 아부다비,
두바이 토후국 정부의 4차산업혁명 대비 위한 중장
기 정책 등 UAE 정부 차원의 강력한 산업 다각화
전략 수립 및 높은 실행 의지
∙ (국제적 행사 개최) 세계 최대 규모의 2021년도 두
바이 EXPO 개최에 따른 전 세계인 대상 다양한 첨
단 ICT기술과 비즈니스 소개 기회 확대 가능성
∙ (코로나19팬데믹) 전 세계적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Post 코로나 시대 대비 위한 혁신 ICT 산업 및 식량
안보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 관심도 증가

Weaknesses

Threats

∙ (유가 변동성에 취약) 석유 관련 제품이 UAE 수출
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유가의 변동에 따
라 정부 세입 및 지출도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됨
* ’19년 UAE 수출액 총 1,705억 달러 중 석유 관련
제품은 약 575억 달러(약33.7%) 차지
∙ (작은 내수시장) 현지 거주 인구가 외국인 포함 약
1,000만 명에 불과, 적정 규모의 투자를 통한 규모
의 경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 (전문 기술 인력 부족) 혁신 비즈니스 위한 자체 전
문 기술 인력 양성보다는 아직은 외부 전문가에 의
존적인 측면이 강함

∙ (비우호적인 주변 정세) 사우디, 이스라엘, 미국,
UAE의 對이란 견제 분위기 기속 및 카타르와의 단
교, 예멘내전 참전 등에 따른 외부 안보 위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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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즈니스 유형별 진출 전략
자본투자 필요한 경우(有)

자본투자 필요 없는 경우(無)

∙ 소유지분 구분
- (단독투자) 지분 100%로 해외 현지에 단독으로 투자
- (JV(합작법인)) 해외 현지법인 또는 현지 거주자와 합작으
로 기업체 운영에 참여
* 유형자산(생산설비, 현금, 채권 등)의 투자
* 무형자산(기술, 브랜드 등)의 투자
∙ 설립 형태 구분
- (신규 법인설립) 해외 현지에서 새롭게 법인을 설립
- (인수합병) 해외 현지에서 운영되고있는 현지법인의 경영권
을 주식이나 자산 매입을 통해 확보

∙ (설비 수출) 해외로 생산설비를 수출
∙ (기술 라이선스-로열티 수령) 무형의 자산
(기술, 브랜드 등)을 해외 현지 기업에 일
정기간동안 제한된 사용권을 부여하는 대
가로 로열티를 수령

■ 기술·제품 수출

○ 유통 구조
- 현지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업체(Distributor) 혹은 벤더(Vendor)가 물건·기술 판권을
매입하여 적합한 수요 업체에 판매하는 구조가 일반적임

일반적인 유통 구조
(제품)
제조사 및 수출자
(기술 및 용역)
서비스제공자

→
유통업자/벤더
(생략가능)

→

최종 수요자

→

- (수요자 직접 구매) 대형 제조업체/서비스 공급자의 경우 구매 담당자가 직접 주요 제
조 설비(기술)을 글로벌 소싱 통해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
- 제조업 면허를 소지한 본토(Mainland) 기업의 경우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장비의
수입 관세 5%가 면세됨
* 특히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성능 및 기능에 따라 직접 설계 등 맞춤형 제작이 필요한 턴키 방식의
주문제작건의 경우 이와 같은 직거래 방식이 선호됨
* 수요자와의 친밀한 관계 유지 및 신속한 문제 해결 등 가격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 부각 필요

- (중간 유통상 통한 구매/이용) 중소형 업체들은 UAE 현지 전문 수입상(중간 유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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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벤더(주로 정부기관 납품)를 통해 제품 조달 혹은 용역 이용
* 주로 범용성 제조 설비로서 AS 및 부품 조달의 필요성이 클 경우 대부분 디스트리뷰터를 통한 거래를 선호함
* 공격적 마케팅, 경쟁력 있는 가격, 현지 A/S 실시 인력 교육 등을 통한 시장 공략 필요

○ (물품의) 수출 절차
- UAE는 역내 물류 허브로서 무역 관련 비즈니스가 발달했으나,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소비재 및 산업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종교, 국가안보, 환경,
국민 보건의 가치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수입규제가 느슨한 편
- 다만,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GCC(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역내 산업 다변화 노력 속에 배터리, 건설자재, 금속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현지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①자동차 배터리 한국산 반덤핑 규제(’17년 6월 25일), ②도
금강판 세이프가드(’18년 5월 15일), ③시멘트·모르타르·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세이
프가드(’19년 6월 21일), ④철강제품(판재류, 선재, 각관 및 무계목강관류 (*STS 및 전
기강판 GO, 형강 제외)) 세이프가드 조사개시(’19년 10월 23일)등 GCC 차원의 수입규
제를 강화하고 있음
- UAE의 수입 통관절차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따르나, 관세청으로부터 유효한
수입업자 코드(Customs Client Code)를 취득한 현지 상업 에이전트 혹은 제조업체(원
자재·제조설비에 한해)만이 수입 가능
- 토후국별로 독자적으로 세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UAE 내에서도 수입항에 따라 적용되
는 통관절차 및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
- UAE 세관 통관 시 별도의 사전 승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식품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
우, 상업 송장(Invoice)과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에 대해 주한아랍에미리
트대사관의 영사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바이어를 통해 확인 필요

일반적인 수출 절차 및 필요서류
순서

상업용
(수입유통상 수입)

1.사전준비

[수출자 및 수입자]
∙ 상표등록 및 제품허가 신청(ESMA 적합성 인증취득
포함)
∙ 통관서류 준비 (하기 상세 기재)
∙ 선적 및 수출신고

산업용
(제조사가 자사용 위해 수입)

[수출자 및 수입자]
∙ 통관서류 준비 (하기 상세 기재)
∙ 선적 및 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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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상업용
(수입유통상 수입)

산업용
(제조사가 자사용 위해 수입)

[수출자] : 좌동
[수입자] : 좌동 + 제조기업의
∙ 수입에 대해 수입국 주무당국이 발
행한 관세 면제 증명서(Certificate
of Customs Exemption)

2..준비서류

[수출자]
∙ 상업 송장(Original Invoice)
∙ 원산지증명서(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적하목록(Manifest)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에서 상업 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영사확인 필수
[수입자]
∙ 수입상 사업자등록증(Trade Licence) 사본
∙ 수입상의 위임장(Authorization Letter to Shipping
Co.)
[수입자]
∙ 보세구역 물품 반입
∙ 수입면장 작성 및 서류 제출
∙ 관세(대체로 5%) 및 제반비용 납부
∙ 수입 물품 검사
∙ 수입품 반출

[수입자]
∙ 보세구역 물품 반입
∙ 수입면장 작성 및 서류 제출
∙ 관세 면제로 인해 제반비용만 납부
∙ 수입 물품 검사
∙ 수입품 반출

3. UAE
통관절차

자료원 : UAE 연방 세관 홈페이지(https://www.fca.gov.ae) 및 무역관 자료

○ 필수 인증 취득 정보
- UAE 표준청인 ESMA(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에서 강제
하는 인증인 ECAS(에미리트 적합성 평가제도: The 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는 해당 제품이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지, 국제기준에 합당
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해당 품목은 인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함
- ECAS 해당 품목 확인은 ESMA 홈페이지(https://www.esma.gov.ae/en-us) 내
‘REGULATED PRODUCTS’에서 확인 가능함.
* 기계류 중 가전기기 등 저전압 장비(LOW VOLTAGE EQUIPMENT), 폭발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ELECTRICAL EQUIPMENT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만 ECAS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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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S 요구서류 및 수수료
요구서류

∙ CB 성적서 및 인증서
∙ 자기적합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 제품 확인서
∙ 제품 라벨, 포장 라벨
∙ 신청서
∙ 매뉴얼
∙ RoHS 시험 성적서(해당 시)
∙ 에너지 효율 성적서(해당 시)
∙ 그 외 ESMA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

수수료

∙ 신청비: 600 디르함
∙ 서류평가비: 400 디르함(1인, 1시간 기준)
∙ 증명서 발급비: 500 디르함
∙ 인증서 갱신비: 200 디르함
∙ 선적건 별 인증서 발급비: 300 디르함
∙ 3개월간 유효한 인증서 발급비: 300 디르함
* 참고 : 소요기간은 영업일 기준 6일로 명시되어 있
으나, 지체되는 건이 많음.

자료원 : ESMA

- (유무선 통신기기 및 통신 서비스) : 모바일기기 등의 유무선 통신기기는 UAE 통신
규제청(TRA: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Authority)의 통신 인증이 필요. 통신기
기 유통 인증시 제조사 혹은 현지 수입 유통사(에이전트)가 TRA에 등록되어야 하고
UAE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 인증 신청43)
○ 금융 조달 방안
- (현지 금융-수입자 금융) 현지 정책 금융 지원 프로그램 간접 수혜
* 에미리트 개발은행 (Emirates Development Bank), 모하메드 빈 라시드 중소기업 펀드(Mohammed Bin
Rashid fund for SME), 칼리파 기업 발전 펀드(Khalifa Fund for Enterprise Development) 등에서 제공
하는 현지 중소기업 특화 금융 지원 프로그램 활용 필요

○ 유의사항
- 바이어와 적절한 협의 선행 필요 : 금융 조달 비용도 결국 바이어의 부담으로 포함되므
로, 한국 혹은 해외 현지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 및 금리 확인 후 최소한의 대출
금리 비용 및 담보위험 손실 방지가 가능한 금융 프로그램 선택 필요
- 현지 대출 프로그램과 국내 정책 금융을 병행 활용하는 방안 고민 : 예를 들어 수입자
가 공장 설립을 위해 현지 사업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현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더욱 낮은 대출 이자율을 요구하기 위해 한국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구매자
신용)상품을 신청하게 함

43) https://www.tra.gov.ae/assets/2X256hMb.pdf.aspx

❘ 111 ❘

2020 중동 주요국 스마트 테크 수요와 진출 방안

■ 해외 직접투자
▶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는 1. ‘외화증권 취득’ (외국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
득한 지분율이 ①10% 이상 / ②10% 미만 ㉠임원 파견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나 품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체결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 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체결 추진 / ③이미 투자한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중 하나의 경우), 2. ‘외화 대부채권 취득’ (旣 외국 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 법인에
대해 상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3. ‘해외영업소설치·확장·해외사업활동
을 위한 자급 지급’ 등의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의미
▶ UAE 내에 생산 활동 및 서비스 영업이 가능한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등의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 설립의 목적 (제조업 활동 영위/ 용역 등 서비스 활동 영위/ 수출입 및 저장
판매 활동 영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UAE 본토에서의 영업 여부와 외국인 소유지분 인정 한
도, 노동 인력 확보, 비용 등도 확인하여야 함
▶ UAE 연방 회사법 (Commercial Company Law)에 의거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존재하나 외국인
의 경우 주로 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혹은 지사(Branch),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의 설립을 선호
▶ 자유무역지대(Freez one) 내 기업의 경우 외국인이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나 자유무역지대
내에서의 거래와 수출 활동만 영위할 수 있으며, UAE 본토(Mainland) 내 거래 활동을 위해서는
본토 내 사업면허를 취득한 상업대리인(에이전트)을 선임해야 함
▶ 지사, 연락사무소를 포함하여 본토 내 법인설립 시 스폰서(지사 및 연락사무소는 UAE 자국민이
로컬서비스 에이전트, LLC 등은 51% 이상의 지분을 갖는 로컬 파트너)의 선임이 필수적이나 자유
무역지대에서는 스폰서 선임이 필요 없음
▶ UAE 내 모든 사업 활동은 1개 이상의 사업면허가 필요하며, 본토에 설립될 경우 해당 토후국
경제개발부로부터 상업면허(모든 종류의 상거래), 산업면허(제조업 등 산업활동), 전문면허(전문
직서비스) 등이 발급 가능함. 다만 제조업체의 경우 재정부(Ministry of Finance)로부터 추가적인
허가를 받아야 함
▶ 자유무역지대 내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해당 자유무역지대 관리 기관에서 사업면허가 발급되고, 사
업면허는 각 자유무역지대마다 다양하게 존재함. 주로 무역면허(허가받은 특정 물품에 한하여 수·
출입, 배급, 저장 및 판매가 가능) 및 일반무역면허(수·출입, 배급, 저장 및 판매 가능, 본토활동
불가), 산업면허(원자재 수입, 특정 제품의 제조 및 완제품의 수출), 용역면허(자유무역지대 내
허가된 특정 부문 용역 제공), 국가산업면허(GCC 국적자의 지분율이 51% 이상인 제조업체이면서
자유무역지대 내 더해진 부가가치가 40% 이상) 등이 있음.

1) 단독투자

○ 법인설립 가능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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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토 내 설립 시 지사와 연락사무소 형태만 가능하나, 자유무역지대 내 설립 시 지사·연
락사무소·1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LLC) 중 선택 가능
* 단, 연락사무소의 경우 모기업의 영업을 판촉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직접적인 판매 및 생산 활동, 대출 등이
금지
* 지사의 경우 모기업과 동일 업종에만 관할관청 허가를 거쳐 사업 활동 가능

- 개인 사업주(Sole Proprietorship)로서도 외국인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의료서비스,
엔지니어링 자문, 법률자문, 컴퓨터 컨설팅 자문 및 유사서비스, 비무역활동은 제한됨.
- 2018년 11월 공표된 개정 외국인 투자(FDI)법 및 2019년 7월에 발표된 각료회의 의결
내용에 따르면 제조업(식품, 음료, 의류, 목재·가구, 비료, 화학제품, 페인트, 의약품, 금
속류, 전자기기, 전자제품, 차량, 조선, 항공기, 악기, 게임, 의료기기 등등 51개 세부분
야), 서비스(환대업, 예술, 엔터테인먼트, 요식업, 법률컨설팅, 회계컨설팅, 건설·토목업,
조사업, 기술컨설팅, 교육업, 보건업, 소매업, 환경 미화 및 자연보호, 물류 등 52개 세
부분야), 농업(19개 세부분야) 등 총 122개 세부 활동에 대해 외국인 기업 지분율을
100%까지 허용44)45)
* 단, 프로젝트별로 사전에 각 토후국별 FDI 관련 부처(경제개발청)의 승인이 필요하며, 토후국별로 외국 기
업 허용 지분율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
* 식량안보 및 군수와 관련된 제조업은 동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문직 서비스업의 경우 현지인력화(아랍어로
ﺗﻮﻃﻴﻦ: Tawteen)관련 정부 프로그램(Tawteen Partners Club) 시행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현지인을 의무적
으로 고용해야 할 수 있음
* 또한, 현지에서의 유통, 판매 사업을 위해서 상업 에이전트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 부분(즉, 도소매 사업분
야는 기존대로 자국민 지분비율 51%이상 의무)이나 일정 수준의 현지인 의무 고용 비율 충족 등 애로사항
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설립 방법 및 절차 (두바이 예시)
- 유한책임회사(LLC)
절차

내용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비고

법인명 및
활동 승인
신청서 제출

∙ 경제개발부(Duba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에
법인명과 사업 활동에 대한 승
인 신청서 제출

∙ 승인 신청서 (소정 양식)
* 법인명에 "Limited Liability Company"가
포함되어야 함.

1일 소요

44) https://www.khaleejtimes.com/business/local/uae-clears-100-ownership-rules
45)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3352&
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
=&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Name=&searchItemCode=&page=1&row=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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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내용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비고

∙ 경제개발부 혹은 두바이 법원에
위치한 공증소에서 회사정관 공
증을 받아야 함.
∙ 공증 후 경제개발부에 해당 구
비서류 제출

∙ 회사정관 공증본
∙ 이사회 법인설립 결의서(Decision Letter)
∙ 사업자등록증
∙ 회사 사업목적 등의 내용이 담긴 소개서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자본금 예치 증명서
* 해당 서류는 한국 외교부와 UAE 대사관에
서 공증을 받아야 함.
* 해당 서류 원본이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한
국에서 영어 공증을 받아야 함.
* 정관에 명시된 법인명이 경제개발부 승인
법인명과 같아야 함.

2일 소요

∙ 경제개발부로부터 회사정관의
공증을 받은 후, 경제개발부의
Trade Licence & commercial
Registration Department에 법
인등록
∙ 경제개발부 서류심사 후 통과
시 등록비 청구
∙ 등록비 지불 후 법인은 경제개
발부에 등록되며, 회사정관은
UAE 경제부 공보에 게재됨

∙ 법인 관계자, 파트너 서명이 된 등록신청서
(소정 양식)
∙ 회사정관 공증본 원본 및 사본 각 1부
∙ 감사인이 서명한 회사의 예치금 증명서
∙ 은행의 자본금 예치금 증명서
∙ 경제개발부 발행 법인명 승인서
∙ 법인 공식 회계사가 동 회사의 회계감사 역
할을 수행하겠다고 명시한 공문
* 회계 감사원의 증명서에는 다음의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
∙ 「all shares in kind or cash are fully paid
up the value of the cash shares has been
deposited in a back account in the UAE
the share have been valued and the value
representing such shares is credited to the
assets of the company」

6일/
자본금
소정의
수수료

∙ 법인등록과는 별도로, 영업 시
작 전에 사업 활동 영역에 따른
Trade License 취득
Trade License
∙ 경제개발부로부터 Trade License
신청
취득 후 법인은 지역 상공회의
소 (CCI)에 회사명과 사업 활동
영역 등록

∙ Trade License 신청서 (영문, 아랍어)
∙ 사무실 임대계약서 원본
∙ 영문과 아랍어로 적힌 법인명(소정 양식)
∙ 지역 당국의 Building Management 부서에
서 발행한 사업장 안전확인서
* 라이선스 종류
1) Trade 라이선스 : 상업활동
2) 전문 라이선스 : 서비스업, 지적산업 등
3) 공업 라이선스 : 제조활동

2일/
소정의
라이선스
신청비

정관 공증

법인 등록
신청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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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 및 연락사무소
절차

내용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비고

서류 공증

∙ 서류는 모두 영어로 작성(번
역)한 후 국내 공증서에서
공증을 받고 한국 외교부와
주한 UAE 대사관 인증 수여
∙ 한국에서 공증받은 서류를
두바이 외교부에서 재공증

∙ 본사의 과거 2년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공인회계사 의견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이사회의 지사 설립 결의서
* UAE 내에서의 공증은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내에 있는 공인된 공증인에 받아야 함.

1일 소요

지사설립
초기승인
신청

∙ 공증 완료 후, 경제개발부의
Commercial Register에 법
인등록
∙ 연방 경제부에 설립 초기승
인 신청
∙ 법률서류 심사 통과 시, 승
인서 발급

∙ 공증된 상기서류 일체
∙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신청서(소정 양식)
∙ UAE 현지 공인회계사의 재무상태 의견
∙ 본사 사업자등록증
∙ 지점의 사업목적 등의 내용이 담긴 소개서
∙ 지사장의 여권 사본, 스폰서 여권 및 ID카드
사본

∙ 수수료
AED 5,000
∙ 통상 1주일 이내
완료 되나, 추가
서류 요청 시 2
주 이상 소요 되
기도 함.

Trade
License
신청

∙ 위 신청과는 별개로, 영업
시작 전에 사업 활동 영역에
따른 Trade License 취득
∙ 경제개발부로부터
Trade
License 취득 후 법인은 지
역 상공회의소 (CCI)에 회사
명과 사업 활동 영역 등록

∙ 지사·연락사무소 설립승인 신청서(소정 양식)
∙ 경제개발부 발행의 설립허가서(No-Objection
Letter)
∙ 지점 관계자 여권 사본 및 사진
∙ 스폰서 여권 사본과 귀화 서류
∙ 두바이 시청(Dubai Municipality)의 Planning
Department 부서에서 발행한 사업장 사용 허
가 신청서 완성본
∙ 사무실 임대계약서, 법인 관계자 주택계약서
사본
∙ 상기 공증받은 서류 일체
∙ 본사 정관 공증 본
∙ 스폰서 계약서 공증 본
* 서류는 아랍어로 작성해야 함.
(시내 타이핑센터에 의뢰 가능함)

∙ 소정 수수료
∙ 통상 1주일 이내
완료 되나, 추가
서류 요청 시 2
주 이상 소요 되
기도 함.

연방
경제부
등록

∙ 상기 절차가 완료된 후 연방
경제부의 Foreign Companies
Register에 구비서류 제출
∙ 발급받은 Trading License
와 Commercial Register 사
본을 Ministry of Economy
& Commerce에 제출, 외국
인 업체 등록증을 발급받음.

∙ 라이선스 사본
∙ 상공회의서 등록증 사본
∙ 설립 지점이 상업활동과 관계있을 경우
담당 회계사의 확인서

∙ 수수료
AED 10,000
∙ 2～3일 소요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자료

○ 금융 조달 방안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사업 관련 대출 상품 활용 : 해외 법인 설립 추진 전의 경우 국내
기업은 ‘해외투자 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사업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해외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해외 법인에서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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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해외 법인 설립 없이 해외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외사업 자금 대출’을 고려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해외 법인의 바이어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등 구매자금을 대출 받도록하여 현지법인의 매출 활동에 도움을 주는 상품도 있음
- (무역보험공사) 해외사업 관련 금융 위험을 커버하는 보험 상품 활용 : 해외 투자를 추
진하는 국내 투자가가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 사업자금 대출 시 ‘해외투자보험
(투자금융)’을 통해 대출금의 미상환 위험을 대비하거나, ‘해외투자보험(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상품을 통해 해외투자법인의 주식 배당금 미회수 및 대출금, 보증채무 이행
위험에도 대비 가능. 또한 국내 법인이 투자한 해외 법인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금융기관에서 공여받은 대출 원리금의 미상환 위험을 보장하는 ‘해외사업금융보험’ 활
용 가능
○ 유의사항
- 현지 스폰서(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Local Service Agent)/상업 대리인(Commercial
Agenct) 선임 의무 : 본토 내 영업 시, UAE 자국민인 개인 혹은 UAE 자국민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현지 스폰서로 활용하거나 혹은 UAE인 지분 51%이상의
현지법인을 상업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함.
* 스폰서 : 지사, 연락사무소의 경우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 LLC 등의 경우 UAE 자국민 파트너 확보가 필요
* 상업대리인 : 외국 법인이 자유무역지대 내 설립 후 UAE 본토 내 영업 시 필요

- 자유무역지대 내 입주 후 UAE 본토에서의 영업활동이 없다면, 별도의 스폰서나 상업대
리인 선임 의무가 없음
- 자유무역지대는 본토와는 별개의 법적 관할권으로 간주되며, 형법을 제외하고는 각 자
유무역지대의 독자적인 법을 적용받게 됨
2) 신규 합작 투자

○ 법인설립 가능 형태
- 본토와 자유무역지대에서 공히 지사와 연락사무소, 유한책임회사(LLC) 설립 가능
* 유한책임회사는 통상적으로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나 자유무역지대에서는 1인 주주로도 설립 가능

- 현지인과의 합작법인 설립 시, 외국인의 최대 투자지분율이 최대 49%까지만 허용되며,
현지인 투자 파트너가 스폰서(Local Service Agent) 및 상업대리인(Commercial
Agency)의 역할을 하므로 제3의 현지인을 별도로 선임할 필요가 없음.
- 가장 일반적인 합작투자사 설립 형태로는 유한책임회사(LLC)와 비공개주식회사
(Private Joint Stock Company)를 선호하며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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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vs. 비공개주식회사, 공개주식회사
구분

파트너(주주) 구성

최소 자본금 요건

참고

유한책임회사
(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최소 2명～
최대 50명의
파트너(주주)
* 지분 범위
내 유한책임

없음 (본토일 경우)
∙ 주식청약 공모 불가
* 단, 프리존 내 설립
∙ 제3자를 대리하는 금융, 보험, 투자 업무 수행 금지
시에는 지역에 따라
∙ 회사 실제 경영은 외국인 파트너도 가능하며 주
AED 5～10만
로 로컬 파트너는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다
(USD 1만4천 ～
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만8천) 필요

비공개주식회사
(Private
Joint Stock
Company)

최소 2명～
최대 200명의
파트너(주주)
* 지분 범위
내 유한책임

AED 5백만
(USD 1.4백만)

∙ 주식청약 공모는 2개 회계연도 종료 후 공개주식
회사 전환 시 가능
∙ 이사회가 경영권을 가지며, 이사회 과반수 이상,
이사회 의장이 UAE 자국민이어야 함
∙ 정관 내에 회사 손익이 실제 자본비율과 다르게
분배됨을 명시하는 것이 가능

공개주식회사
(Public
Joint Stock
Company)

최소 5명
이상의 창립 주주
* 지분 범위
내 유한책임

AED 3천만
(USD 8.2백만)

∙ 창립 주주가 최소 30～70%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본을 출연해야함
∙ 자본 조달을 위한 신규주식 발행 시, 기존 주주
에게 지분비에 따른 우선 청약권 제공
∙ 이사회가 경영권을 가지며, 이사회 과반 이상, 이
사회 의장이 UAE 자국민이어야 함

자료원 : PKF, Doing Business in the UAE(2018)/ Al Tamimi, Doing Business in Dubai(2018)

○ 설립 방법 및 절차 : 旣 상술한 ‘단독 법인’ 설립 방법 및 절차 참조 요망
○ 금융 조달 방안
- (국내 금융) ‘단독 법인’ 분야에서 旣 상술한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
해외사업자금 금융 프로그램 활용 요망
- (현지 금융-사업확장) 현지 정책 금융 지원 프로그램 간접 수혜
* 에미리트 개발은행 (Emirates Development Bank), 모하메드 빈 라시드 중소기업 펀드(Mohammed Bin
Rashid fund for SME), 칼리파 기업 발전 펀드(Khalifa Fund for Enterprise Development) 등에서 제공
하는 현지 중소기업 특화 사업확장 금융 지원 프로그램 활용 필요

○ 유의사항
- (자유무역지대 설립 vs. 본토 설립)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사무실 등 임차비용에 있어서
혜택이 있고 외국 인력 채용 비율에 제한이 없으며 재수출상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며
본토에서 2~3개월이 소요되는 법인설립 절차도 2~3주만 소요되는 등 비교적 간단함.
- 제조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본토 내 설립 기업의 경우, UAE 경제부 승인하에 제조 목적
의 기계 및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 5%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가공제품을 다른 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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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재수출 시에도 무관세 통관이 가능해 자유무역지대 내 설립된 제조업체에 비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음.
- (현지법인 vs. 지점) 해외 현지에 자회사 법인설립을 통한 진출은 현지에서의 금융거래
및 투자, 조세감면 혜택 측면에서 유리하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 수월
- 또한, 현지 공공조달 입찰 시 UAE 내 생산품 우대 정책(Made in UAE/ Abu Dhabi
Local Content)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지점의 경우 현지인 지분율에 대한 규제가 없지만, 로컬서비스 에이전트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모기업과 동일 업종에 대해서만 사업 영위가 가능함. 다만 수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여전히 현지 상업 에이전트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등 금전적, 시
간적인 어려움이 있음

아부다비 로컬 컨텐트 프로그램 : Abu Dhabi Local Content(ADLC)
구분

내용

프로그램
연혁

∙ 도입시기 : (시범 단계)2019년 11월, (실행) 2020년 4월
-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의 In-Country Value(ICV)제도와 통합 운영합의(2020년 2월)
∙ 주관기관 : 아부다비 경제개발청 (Abu Dhab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ADDED))
- 주관부서 : 산업개발실(Industrial Development Bureau(ADB))
∙ 도입처
- 아부다비 정부 및 준정부 기관 일체
- 아부다비 석유공사 그룹(ADNOC)
- 알다르(Aldar Properties)
- 아부다비 항만공사(Abu Dhabi Ports),
- 아부다비 환경청(Environment Agency Abu Dhabi)
- 무사나다(Musanada, Abu Dhabi Central Services Company)를 통한 조달건 일체 포함
∙ 도입규모 : 2020년 1분기 중 발표된 총 1,244건, 약 150억 디르함(USD 40.84억)상당의 입찰건
대상

프로그램
내용

∙ 우선 가중치 적용 대상 : (UAE전역) 제조업 및 서비스공급 업체 (기업규모 무관)
* 2019년 말 최초 론칭시 ADCL은 아부다비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했으나,2020년 2월 ADNOC의
ICV와 통합운영되면서 UAE전지역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확대
* ADCL(ICV)인증점수가 입찰시 상업평가(Financial Evaluation) 점수의 40%를 차지하며 ADCL
(통합ICV) 인증이 없는 기업도 입찰 참여는 가능하지만 해당 가중치는 0점으로 반영
∙ 목적 : (Ghadan 21(Tomorrow 21) 이니셔티브 일환)아부다비 지역 경제 다변화, 공급체인 강화,
민간부문 에미라티제이션 및 기술 이전 확대.
∙ 적용 기준
- UAE(아부다비 등) 내에서 조달된 재화 및 서비스(Procured Goods and Services) 총액
- 공급업체의 UAE(아부다비 등) 내 투자(Investment) 총액
- 에미라티제이션 및 거주외국인 기여(Emiratization & Expat Contribution)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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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프로그램
내용

∙ 인증서 발급
- ICV 인증기관 선택 : ICV 인증서 획득을 위해 인증기관(Certifying Bodies)접촉, 견적 확인 후
수임계약서 작성 (인증기관 확인 https://idb.added.gov.ae/incentives/ADLC/CBs)
- ICV 인증서 발급 : ICV 인증서 신청 양식에 기재된 정보에 기반하여 인증기관이 신청기업에
ICV인증서 발급
- 인증서 유효기간 :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재표 발행일로부터 14개월 이내
- 인증비용 : 기업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인증기관들에 복수 견적 필요

가중치
점수
계산

- 제조업체 및 제3자 비용 (50% 반영)
* 제조업체 [(1)UAE내 전체 생산비용(로컬 제조업체 조달비용 100%반영 + 유틸리티 및 기타
서비스사용비용은 정해진 ICV기준 적용)+ (2) 에미라티제이션 비용 총액 + (3) 거주노동자 비용
*0.6] ÷ (4)전체 소요비용 총액
* 용역업체 [(1)각 구매비용 및 공급업체별 ICV점수 비중 곱셈값의 건별 총합)+ (2) 에미라티제
이션 비용 총액 + (3) 거주노동자 비용*0.6] ÷ (4)전체 소요비용 총액
- 투자 규모(25%반영)
- 에미라티제이션 비용(15%반영)
- 거주노동자수 (10%반영)
- 보너스(5%반영) : UAE 밖에서 벌어들인 수익, 에미라티 직원 수 및 투자성장률

자료원 : ADLC프로그램 홈페이지46), 무역관 자체 정리

3) 인수합병

○ (특징) M&A를 통한 해외 진출은 새로운 공장이나 법인설립에 필요한 설비 투자 및 부지
확보 노력,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대신, 기존 현지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함으로써 기존 고객 및 공급선 네트워크, 영업 노하우, 근무 인력을 단기간
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임
○ 방법, 절차
- UAE 연방 회사법(CCL) 291항에서 정의하는 합병(Merger)은 한곳 또는 그 이상의 회
사를 해산하고 그 책임을 존속하는 회사로 이전하는 흡수합병(인수)이나, 두 곳 또는
그 이상의 회사가 해산하고 새 회사를 설립하여 그 모든 책임을 새 회사로 이전 하는
신설합병(합병)을 말함
- UAE에서는 합병보다는 인수, 특히 자산보다는 주식의 양도를 통한 방법이 일반적임
* 다만 ①연방정부 및 지방정부가 전액 출자한 기업이나 ②연방정부 내각 의회 결정에 의해 제한된 기업,
③연방정부 및 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인수합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에너지 및 인프라 기업
은 연방정부 회사법(CCL)병 규정 적용에서 제외됨

46) https://idb.added.gov.ae/en/incentives/Abu-Dhabi-Local-Content-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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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준비사항) 주식 또는 자산매매계약서, 주주의 합병결의안, 합병반대 이의제기 접
수(합병발표 3개월 이내) 등
- (상장사 규제) UAE에는 두바이 금융시장(DFM: Dubai Financial Market), 아부다비 증
권거래소, 나스닥 두바이 등 3곳의 증권거래소가 있는데, 두바이 금융시장, 아부다비
증권거래소 등 2곳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모두 UAE 연방 증권․상품위원회(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의 합병에 대한 승인 필요
- 나스닥 두바이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두바이 금융 특화 자유무역지대인 두바이 국제금
융센터(DIFC :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투자법의 M&A 관련 규정 및 두
바이 금융청(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서 규정한 인수 모듈(Take Over
Module)에 따라 규제됨
○ (유의사항) 2019년 7월 발표된 연방 내각 결정에 의해, 제조업을 포함한 13개 산업, 122
개 세부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최대 100%까지 보장되어 현지법인의 인수합병
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나 사전에 FDI 전담 정부 부처의 승인
을 득해야 함
■ 전략적 제휴
1) 기술 라이선스

○ 특징
- 한국기업(라이선서: Licensor)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노하
우, 기술 및 작업방법 등)을 현지 기업(라이선시: Licensee)에 일정기간동안 제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사용료(로열티)를 받는 계약임
* 대규모 자본투입과 경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해외 투자 진출을 시행하기에 앞서 현지 시장조사 차원에
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

- (장점) 비교적 낮은 비용과 진출 장벽, 현지국 정치 리스크 최소화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관세·비관세 장벽의 우회 진출 루트로도 활용할 수 있음
- (단점) 수출이나 직접적인 해외 투자에 비해 수익이 낮으며, 기존의 협력관계였던 라이
선시가 계약 기간 종료 후 경쟁자로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 높음
- 또한,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고, 높은 기회비용이 수반
○ 방법, 절차
- (지적 재산권 출원·등록) 무형의 자산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현지 지재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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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관청에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을 출원·등록
- UAE 내 등록된 특허권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인정되며 매년 갱신비용을 내야 함.
* UAE 연방 경제부에서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 및 디자인 포함)·상표권을 등록·출원할 수 있으며47) 이에
대한 침해사항 발생 시 두바이 경제개발부 (Dubai DED)에서 제공하고 있는 IP GATEWAY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48)으로 신고 및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특허권만 해당) UAE에서 직접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PCT 국제출원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UAE에 특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히 UAE 경제부와 한국특허청 간 업무협약 체결로 UAE 특허 출원
시 한국특허청이 심사를 대행
* GCC 6개국 내에서 모두 특허권을 인정받고 싶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GCC 특허청(GCC Patent
Office)에 신청, 다만 특허 갱신비용은 UAE 단독 출원보다 2배 이상 비쌈

- (파트너 발굴) ①제조업종의 경우, UAE 현지에서 제조업 활동이 가능한 산업 면허
(Industrial License) 소지 기업이 파트너로서 적합하며, 취급 품목과 유사한 제품군을
가공·생산하는 기업, 현지 주요 타깃 고객군에 대해 영업망을 구축한 기업 위주로 협력
관계 구축. ②기타 기술/서비스 업종의 경우도 역시 현지 정부기관 등에 영업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어있고 사후 지원 서비스 전문 인력이 잘 갖춰진 현지 기업을 우선적으로
모색
* 예시: 오일·가스 산업 기자재 품목의 라이선싱을 원할 경우, 현지 주요 고객인 ADNOC(아부다비 국영 석유
회사)과 좋은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지 동일 산업군 품목 제조업체를 최우선 파트너로 물색

○ 유의사항
- 생산된 제품의 현지 판매를 위해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UAE 표준측량청(ESMA :
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에서 제정한 규격 인증을 받아야 함.
- 기술 및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의 경우도 현지 관련 규제기관에 적절한 영업 허가를 취
득해야 함 (i.e. 통신 기기 및 서비스 분야는 통신규제청 TRA(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의 허가 필요)
* 품목에 따라 강제인증(ECAS : 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혹은 임의인증(EQM :
Emirates Quality Mark)을 취득해야 함

2) 현지 위탁생산(제조업의 경우)

○ 특징
- UAE 내 제조·가공업·A/S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중 일부는 기본적인 생산설비를 갖
춘 뒤 해외 제3국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 맞춤형으로 제품을 생산, 해당 기업 제품 상표
47) www.government.ae/en/information-and-services/business/intellectual-property
48) www.dubaided.ae/English/protectyourbusiness/Pages/Intellectualpropertyprotectio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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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붙여 자국 유통 혹은 수출하는 비즈니스를 병행
- 특히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물류 허브로서의 이점이 있기에 식품류부터
무기류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의 위탁생산(OEM) 비즈니스를 추진하기에 좋은 환경임
- UAE가 아닌 중동/서남아/아프리카 등 제3국에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 지리적으로 이들 지역과 가까운 UAE의 제조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OEM 제
품을 생산케 하여 자사 브랜드로 납품하는 비즈니스도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GCC(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및 범
아랍자유무역협정(Greater Arab Free Trade Area :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수단,
시리아, 튀니지, 예멘, 알제리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등으로의 수출에 유리

○ (방법, 절차 등) 상기 ‘기술 라이선스’ 부분에서 언급한 ‘지적 재산권 출원·등록’ 및 ‘파트너
발굴’ 사항 참조 요망
○ (유의사항) UAE 본토 생산제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국으로의 수출 시 수입
관세 면제가 적용
* GCC 통관관세법 85조와 88조에 의거, GCC국가 내 자유무역지대에서 수출된 제품이 다른 GCC 국가로 수출
시 외국산으로 취급

다. 현지 지원기관 및 수요기업에게 듣는 진출 노하우
지원 기관에게 듣는 UAE 진출 노하우
기관명

디텍(Dtec)

인터뷰 응답자

Mr. Daniel(포트폴리오 매니저)

산업 분야

ICT 기술 전반

유형

정책 금융/엑셀러레이팅 기관

진출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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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점 육성분야에 전략적 접근 필요 : 산업 다각화 및 혁신적 기술도입 통한 UAE 사회·경
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접근. 특히 코로나19 이후 헬스테크, 에듀테크등은 정부의 탑
다운 형태의 육성노력이 시작되어 유망분야로 판단됨. 이커머스와 핀테크 등도 비대면 비즈니
스 활성화로 인해 주목받고 있음
∙ 현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활용 : UAE에는 두바이, 아부다비등에 혁신 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션 생태계가 잘 마련되어있으며, Dtec에서도 자체 벤처투자사를 운영, 현재까지
30여개기업에 투자를 실시(10만~50만 달러 사이). 다만 ①시장기진출 혹은 시제품을 보유하
거나 ②엔젤펀딩(20~30만달러) 기유치했거나 ③시장확장계획등이 있어야 하며 꼭 UAE에 사
무실을 둬야 함
∙ 한국기업의 UAE 진출 및 투자가 유치에 대한 제언 : 현지 투자가는 외국 스타트업에 현지
법인설립을 투자 선제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UAE진출 희망 기업은 진정성있는
비즈니스 위해 실리콘오아이스(DSOA)등에 법인 설립이 선행되어야 함

PART 2. 아랍에미리트(두바이무역관)

ㅏ
업체명

두바이 도로교통국(Dubai RTA)

인터뷰 응답자

Mr. Hazem(Senior Engineer)

취급품목

도로 및 대중교통 전반 운영 및 감독

유형

정부기관(기타)

진출 노하우

∙ UAE 스마트 교통체계 동향 : 2018～2022년까지 RTA의 주요 정책과제는 “1. Smart Dubai
: 교통 정책에 대한 Smart Solution 개발, 2. Integrated Dubai : 교통 정책과 도시개발 정책
의 조화 강화, 3. People Happiness : 국민 행복을 위한 선도적인 서비스 제공 4. Smooth
Transport for All :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5. Safe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교통사고 감축 및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임. 2020년까지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 두바이 도로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 병목현상 등을 실시간 감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기존 11% 도로 네트워크 관리 범위를 전 도로망의 60% 까지 확대
예정. 새로운 메시지 표시장비 및 스마트앱을 활용, 공공에 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즉각적인
교통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두바이 Expo 2020 등과 같은 주요 행사시 교통 운행 통제에도
활용 예정.
∙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정부 예산 사정 고려 : 2020년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전반적인
예산 사정이 악화되어 불요불급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값비싼 신기술을 무작
정 도입하지는 않고 있음. 다만 경제정이 입증된 새로운 기술일 경우 언제든지 도입에 대한
여지가 충분함
∙ RTA에 납품하기 위해 벤더등록은 필수 : UAE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므로 한국기업이 직접
UAE에 법인 설립 혹은 현지 로컬에이전트를 통해야 벤더등록 가능
∙ 한국기업의 진출에 대한 제언 : 두바이 RTA는 두바이 미래재단의 Dubai Future Accelerators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의 다양한 혁신기업과 함께 RTA가 당면할 미래 도전과제에 대한 해답
을 찾고 최종 선발 기업의 솔루션채택을 우선 고려. 동 프로그램 참여가 UAE 및 중동 시장
진출의 훌륭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음

라.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엔씽(n.thing)社의 UAE 스마트팜 진출 성공 사례
생산제품

모듈형 스마트팜(스마트팜)

설립년도

2014

위치

(농장) 아부다비

고용인원

00명

성공요인

∙ 엔씽(n.thing)은 2014년에 설립된 스마트팜 전문 스타트업기업으로 컨테이너를 활용한 모듈
형 자동화 수직농장을 개발·운영. 또한 자체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관리 시스템으로 농장
설비를 원격 운영할 수 있음
∙ 동사는 미국 유명 IT박람회인 CES 2020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농업분야 품목으
로서는 최초의 성과임
∙ 혹독한 기후환경으로 식품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UAE에서 적은 물과 제한된 공간에
서 스마트 실내 환경 제어 기술로 농약 없이 신선한 채소를 반복적으로 생산 가능한 동사의
기술이 현지 정부의 식량안보 전략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음. UAE식량안보특임장관도 시범
생산 현장 방문.

기타제언

∙ UAE 현지 파트너인 Smart Acre(스마트 에이커)社와 아부다비 사막기후에서 40피트 컨테이너
8개동 설치 후 기술검증(PoC) 통해 다양한 채소류를 시범생산하고 ’20년 연말 중 모듈 100동
추가 설치 계획.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채소류는 현지 파트너사의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 고급
레스토랑 및 호텔, 마트등에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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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시그널(Bluesignal)社의 UAE ITS시장 진출 성공 사례
생산제품

AI기반 미래교통예측 솔루션
(스마트 시티)

설립년도

2015

위치

두바이

고용인원

00명

성공요인

∙ 동사는 AI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통예측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며, 2019년부터 UAE 현지 기업
인 gDI(Gulf Data International)社 등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협력해 왔음
∙ 두바이 도로교통국(Dubai RTA)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신호 최적화 시범사업과 관련 수차례
의 기술검증(PoC)를 진행한 끝에 2020년 1월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
∙ 블루시그널은 KOTRA 두바이 무역관이 2019년 하반기 주관한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프로
그램 ‘KOTRA-Shorooq Jusoor* Accelerator Program’ 에 참여, RTA와 연계가능한 UAE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 기회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JV설립 및 시범프로젝트 수주까지 성과 거양

기타제언

∙ 동사는 KOTRA 해외 스타트업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1년내에 두바이의 시범사업
수주까지 성공적으로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이 성과를 발판으로 제 3국 진출에 대한 자신감과
노하우도 가지게 되었음

룰루랩(Lululab)社의 UAE AI스킨케어 키오스크 진출 성공 사례
생산제품

AI피부관리 솔루션
(스마트헬스케어)

설립년도

2017

위치

(서비스매장) 두바이

고용인원

00명

성공요인

∙ 동사는 삼성전자 C-Lab의 공식 스핀오프기업으로 출발, AI기반 피부진단 및 피부관리 솔루
션인 ‘루미니’를 개발하여 중동 뷰티 시장 진출에 적극 도전
∙ 중동 최대 전자제품 유통기업인 UAE의 ‘샤라프 디지(Sharaf DG)’와 뷰티사업 제휴 통해 두바
이 오프라인 매장에 2019년 10월 최초로 ‘루미니’를 설치, 화장품 구매자의 얼굴을 촬영하여
피부상태를 분석, 최적의 화장품을 찾아 추전하는 서비스 제공
∙ 오프라인 매장에서 피부 진단 및 제품을 추천받은 고객은 향후에도 높은 만족도 및 동일 재품
의 재구매 의사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온라인판매 증대에도 영향을 줌

기타제언

∙ 동사는 샤라프 DG와의 이번 협업을 통해 자사 기술에 접목이 가능한 K-뷰티 제품 브랜드를
모집, 중동 뷰티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시킬 수 있는 중간 유통 플렛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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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가. 현지 파트너십 희망 기업/단체 리스트
산업 분야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팜]

취급 품목

식품 유통 물류

업체명

E*** Al-Ghur***

설립년도

2012

매출규모

N/A

고용인원

**

홈페이지
주 소

www.egi.ae/
Al Quoz 3, Dubai, UAE

대표 전화번호

+971-4-408-1700

대표 이메일

+971-4-338-2576

한국과의
희망
협력 형태
비고

[IoT 및 센서, GPS기술 기반 식품 유통 과정 실시간 추적 솔루션 도입]
∙ 동사는 해외로부터의 곡물 수입 및 가공, 그리고 연관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 중
∙ 현재 식품의 운송과 관련, 실시간 위치추적 트래킹 및 운송 상태 확인 등을 통한 식품류의
안전한 유통 솔루션에 관심이 큼
∙ 한국의 유사 솔루션 및 장비의 일체 제공이 가능한 파트너를 찾고 있음

산업 분야

기타

생산 품목

1) 항공부품
2) 방역물품(마스크 등)

업체명

Strata

설립년도

2009

매출규모

n/a

고용인원

700여명

홈페이지
주 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한국과의
희망
협력 형태

www.strata.ae/strata/
Nibras Al Ain Aerospace Park, Al Ain, UAE
+971-3-707-1300
info@strata.ae
[방역물품 생산]
∙ 동사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Mubadala) 산하의 항공기 동체 제조사임. (보잉777 및
787, 에어버스A330 및 A350, A380 등 상업용 항공기 동체 부품)
∙ 하지만 금년 초 불거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N95 의료용 마스
크의 현지 대량 생산을 위해 미국의 글로벌 제조기업인 하니웰(Honeywell)과 전략적 파트너
십 제결, 생산 설비 및 노하우 전격 채택 (주간 9만개, 연간 3천만개의 N95마스크 생산이 가능
하여 해외로도 수출할 수 있는 기회 창출)
∙ 동사는 UAE내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긴급 의료용품 확보를 위해 3D프린터설비를
이용한 안면가리개 및 격리용 음압캡슐 생산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생산 장비나 기술 도입 등에 관심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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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모기업인 무바달라 그룹은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 위해 ‘우리는 헌신합니다(We Are
Dedicated)’라는 CSR캠페인 전개하며 코로나19 대응 및 그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투
자 모색

나. 자금 조달 가능 기관 리스트
산업 분야

전 산업 (주로 제조업)

유형

정책 금융

기관명

에미리트 개발은행
(EDB: Emirates Development Bank)

설립연도

2015년 6월

자금 운용
규모

∙ EDB : AED 58억(약 USD 15.8억)
∙ MBRIF : AED 200억(약 USD 54.5억)

고용인원

N/A

홈페이지

https://www.edb.gov.ae/en

주 소

Aradah Road, Abu Dhabi, UAE P.O.Box 51515

대표 전화번호

+971-2-699-0999 (두바이무역관 통해 연락 가능)

대표 이메일

N/A (두바이무역관 통해 연락 가능)

자금 지원
영역

1) 생산설비 구입 자금, 사업확장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융자(EDB): 제조설비, 상용차, 건설장비,
의료장비 등 기타 상업 자산 구입 시, 인보이스 금액의 80%까지(스타트업은 70%까지) 자금 조달
2) 원부자재 조달 비용, 매출채권 담보 자금 확보 지원(EDB) : 인보이스 금액의 80%까지 자금 조달
3) 보증지원 (EDB, MBRIF: 무함마드 빈 라시드 이노베이션 펀드) : 담보물이 없는 기업이 시중
보다 저렴한 금융비용(보증금리, 대출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보증서를 발급, 사전
협약된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제공

비고

EDB는 현지인 지분이 51% 이상인 합작법인에 대해 직접 대출 및 간접대출(보증서발급) 모두
제공하며, MBRIF의 경우 UAE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외국인에게도 간접대출을 지원

산업 분야

전 산업 (농업, 제조업, 관광)

유형

정책 금융

기관명

아부다비 투자진흥실(Abu Dhabi Investment Office)

설립연도

2018년 2월

자금 운용
규모

∙ R&D 리베이트 펀드
· 농업 : 3년간 AED 10억(약 USD 2.7억)
∙ 생태관광 개발 : 세금감면 및 인프라, 행정지원

고용인원

N/A

홈페이지

www.investinabudhabi.ae

주 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자금 지원
영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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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leej Al Arabi Street, Capital Gate, 9th Floor, Abu Dhabi, UAE
+971-2-403-1003
fdi@adio.ae
연구개발 자금 지원 : 농업 및 기업 기술 R&D 비용 25～50%(농업은 75%까지) 보전 및 상용화
에 따른 일부 성공 인센티브도 추가 지급
국적에 상관없이 아부다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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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르단 스마트테크 육성 정책 개요

가. ICT 및 응용 산업 현황
■ 국가 산업 구조 및 특징

○ 산업 규모
- ICT 분야는 요르단 정부 지속적인 관심 분야, 요르단을 중동지역의 주요 ICT 플레이어
및 솔루션 수출국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노력 지속
- 그 결과, 요르단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중 ICT 서비스 및 인프라 개발, 수용, 활용
측면에서 발전된 국가 중 하나로 여겨짐.
- 요르단 투자청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요르단 ICT 분야는 요르단 전체 GDP의 약 3.8%
기여

2014-2017년 요르단 ICT GDP 대비 비중
(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GDP 대비 비중

2.75

2.63

2.52

3.8

자료원 : 요르단 투자청

- 요르단 정보통신협회에 따르면, ICT 시장 규모는 20억불로 세부 시장 규모는 아래와
같음.

2018년 요르단 ICT 시장 규모
(단위 : 달러)
국내수입

IT
ITES
ICT 관련 교육
통신(Telecommunication)

해외수출

총 수입

487,439,469

261,676,946

749,116,414

127,119

0

127,119

3,298,300

661,332

3,959,632
1,423,7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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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수입

해외수출

총 수입

합계

2,176,974,566

주 : ITES(IT Enabled Service)란, IT(정보기술)을 매개로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IT산업의 한
영역
자료원 : 요르단 정보통신 협회

- 요르단의 ICT 부문 수익은 아래와 표와 같이, 최근 3년간 평균 3.3% 증가하는 성장하
는 시장

2014-2018년 요르단 ICT 시장 규모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IT 관련 수입

2014

2015

2016

2017

2018

547

614

658

677

750

텔레콤 관련 수입

1,462

1,353

1,370

1,402

1,424

총합

2,009

1,967

2,028

2,079

2,174

자료원 : 요르단 정보통신 협회

- 지난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텔레콤을 제외한 IT 관련 수입은 2014년 대비, 2019년
약 37% 증가한 202백만 달러로 IT 분야의 기술 및 혁신 성장 지속
- 통신 부문 성장은 약 10년간 정체, 요르단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ICT 인프라 해외
투자가 정체가 주된 요인이나 코로나19 이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디지털경제 정책에
따라 향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
○ ICT 산업 구조
- 요르단의 ICT 분야는 IT 하드웨어 및 인프라 설치,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라이
센스 판매, IT 하드웨어 및 인프라 도매, 통신 장비 및 전화 도매, 통신 장비 설치 및
통신 무선 서비스등을 중심으로 발전
- 요르단의 ICT 부문 사업체는 약 928개로 일부 대형 ICT 사업자 및 요르단의 3대 통신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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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ICT 관련 사업체 구성 현황

자료원 : 요르단 정보통신 협회

- 고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ICT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여성고용률이 높은편으로 전체 1.7
만명 중 약 67% 남성, 33%는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고용평등을 달성하고
있는 분야

요르단 ICT 고용 현황
(단위 : 명)

고용인원

IT, ITES 분야

텔레콤 분야

총합

13,653

4,045

17,698

자료원 : 요르단 정보통신 협회

○ ICT 대외 수출 현황
- 요르단의 ICT 부문 요르단 수출시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분야로 연간 수출액이 약
262백만 달러
- 최근 4년간 수출시장은 평균 16% 상승하는 등 꾸준한 해외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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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8 요르단 ICT 관련 수출 현황
(단위 :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ICT 수출 시장 규모

200,434,541

207,418,148

268,577,218

262,338,278

자료원 : 요르단 정보통신 협회

- 주로 수출은 ICT 관련 인력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GCC 국가로 진행

2018년 국별 요르단 ICT 관련 수출 현황
(단위 : 달러)
국가

수출 규모

비중

사우디

56,530,572

21.55%

UAE

39,581,441

15.09%

쿠웨이트

33,119,525

12.62%

네덜란드

20,036,286

7.64%

미국

19,822,979

7.56%

이라크

13,268,001

5.06%

이집트

10,839,912

4.13%

카타르

7,887,165

3.01%

영국

7,685,742

2.93%

팔레스타인

6,305,316

2.40%

자료원 : 요르단 정보통신 협회

-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아래 도표와 같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 IT 하
드웨어 & 인프라 설치, 통신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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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ICT 수출 현황
(단위 : 달러, %)
구분

규모

비중

Software development

99,096,114

37.77%

Software licenses sale

45,522,345

17.35%

Othe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32,430,853

12.36%

Other IT activities

20,494,420

7.81%

IT Hardware & infrastructure installation

18,569,214

7.08%

Other [ICTES related activity]

9,409,506

3.59%

Other [Non-ICTES related activity]

6,594,396

2.51%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installation

4,556,254

1.74%

IT Hardware & infrastructure wholesale

4,162,463

1.59%

Telecommunications value added services

3,318,700

1.27%

Wholesale of software

2,923,729

1.11%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 telephones wholesale

2,710,590

1.03%

Mobile applications development

2,245,231

0.86%

Telecommunications wired services

1,771,880

0.68%

ICT Consulting and Research

1,715,278

0.65%

Telecommunications wireless services

1,518,754

0.58%

Repair of computers and peripheral equipment

1,387,381

0.53%

IT Outsourcing

824,859

0.31%

ICT Training

661,332

0.25%

Retail sale of computers, peripheral units, software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in specialized stores

593,220

0.23%

Mobile applications customization

572,034

0.22%

Knowledge process outsourcing

426,554

0.16%

Online applications development

382,041

0.15%

e-Commerce business

252,825

0.10%

Data processing and hosting related services

127,119

0.05%

71,186

0.03%

262,338,278

100%

Web portals
총합
자료원 : 요르단 정보통신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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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주요 전략
구분

주요 국가 전략 및 프로젝트

스마트 시티

∙ 네옴(NEOM) 프로젝트 : 현재 사우디가 추진하는
비전 2030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투
입되는 세계 최대 스마트 시티 건설 프로젝트인 네
옴 프로젝트가 요르단 아카바 및 마르사 자이드 지
역도 연계하여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계획.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5,000억 달러(약 584조 5,000억
원)의 예산 투입 예정

스마트 시티 관련
사우디 아라비아
각종 ICT 기술 및
정부, 요르단 투자청
인프라

스마트 러닝

∙ 요르단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원거리 교육 기술
도입 실시. 2015년 E-러닝 확산 정책에 따라, 요르
단 전역 3,000개 이상의 학교에 모든 e-러닝 수단
과 장비 제공 목표
∙ 최근,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E-러닝보급 실시.
'Darsak' 1단계 스마트러닝 플랫폼을 2020년 3월
출범

스마트러닝 플랫폼,
관련 하드웨어

요르단
교육부

스마트
에너지 관리

∙ 최근, 발표한 2020-2030년 요르단 에너지 발전 전
략에 따라 전기 시스템의 가용성 및 통합성 개선
목표
∙ 전력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스마트 계량기, 스마
트 그리드 도입 수요 상승
∙ 또한, 증대되는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
한 에너지 저장장치 ESS 시스템 도입 수요 상승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계량기,
에너지 저장장치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

스마트
수자원 관리

∙ 요르단의 재생 가능한 수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국
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
∙ 특히, 유출 및 손실되는 수자원이 많아 수자원 네트
워크 개선 및 수자원 공급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스마트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도입 시급

스마트 계량기,
스마트 수자원 관리
시스템

요르단 수관개부

핀테크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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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술

관련 부처

∙ 2017년 National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NFIS)을 통하여 요르단 중앙은행(CBJ)은 소매 결
모바일 웰렛,
제 시스템, 현금 송금, 어음 결제 등 금융 분야 디
대금결제 관련
지털화 모색
요르단 중앙은행
인증 및 보안 시스템,
∙ 디지털경제 창업부 담당자에 따르면, 2021년까지
간편 송금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모든 결제 관련 서비스를 QR
코드 등의 비대면 수단으로 시스템 전반 교체 목표
∙ 2001년 요르단 정부는 정부·시민 간 상호 연결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자정부 프로그램 발족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공공서비스의 비대면화 최
우선 과제. 신규 전자 정부 프로젝트 약 80건 추가
발표 예정

전자 정부 플랫폼

요르단 디지털경제
창업부

PART 3. 요르단(암만무역관)

○ ICT 시장 전망
- 2019년 요르단은 기존 정보통신부를 디지털경제 창업부로 개편
- 정부 차원에서 요르단 경제를 디지털화하고자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산업 전반의 디지
털화를 추진 중
- 이에 따라, 요르단내의 각종 산업-ICT 간 기술 수요 상승 전망
■ 산업 인프라 현황

○ 하드웨어 인프라
- 요르단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 휴대폰 보급률, 광대역 통신망 설치 비율 등은 세계적
인 수준
- 모바일 광대역통신은 2015년 이후 4G LTE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5G, IoT/M2M 관련
차세대 개발 준비 중
- 높은 모바일 서비스 이용률 : 요르단내 휴대폰 보급률은 98.4%, 스마트폰 보급률은
90.3%로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
- 높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 : 요르단내 인터넷 서비스 보급률은 88.8%로 역시 해당 지
표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

요르단 ICT 관련 지표

자료원 : 요르단 투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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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역 통신망 인프라 : 2000년 초반부터 약 7,000km에 광케이블을 설치 중. 현재 중
부 프로젝트 1,400km의 완공만 남겨두고 있음.(2022년 완공 예정)

요르단 광대역 통신망 설치 최종 예상 도식

자료원 : 요르단 디지털창업 경제부

- 요르단에는 전화 접속, ADSL, WIMAX, Mobile Broad Band 등 여러 가지 인터넷 연결
방법이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인터넷 연결은 방식은 모바일 광대역통신을 통한 것이
고, 그 다음으로는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는 ADSL와 Wimax가 있음.

요르단 인터넷 연결 방식
인터넷 연결 타입

Dial Up

이용자 수

355

ADSL

155,696

FBWA (Fixed Broadband Wireless Access)

179,241

Leased Line

12,304

FTTx

115,480

Mobile Broadband

8,056,745

총합

8,519,821

자료원 : 요르단 통신규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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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 인프라
- 요르단은 2000년대 초반부터 소프트 인프라를 보급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 일례
로, 전자 정부 프로그램은 2001년 각 부처와 요르단 시민 간 연결성을 극대화하여 정보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 이밖에도, 요르단은 인적자원훈련에 많은 투자를 진행해왔는데, 요르단에는 900개의
민간 연수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ICT 인재 개발
○ 사업 및 투자 환경
- ICT 부문 자유화 : 요르단은 정보통신 부문의 민영화 이후, 요르단의 ICT 환경의 지속
적인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외국 기업의 요르단 투자 유도
*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HP, 선마이크로시스템스, 오렌지, 인텔캐피털, 야후 등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
기업들이 투자 실시

- 요르단의 투자 장점은 주로 중동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 및 인적 자원, ICT
서비스 관련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부 비과세 정책,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ICT 인프라로
평가됨.
- 또한, 요르단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며 파리협약과 베른협약 등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으로 현지 IPR 보호의 범위(예: 권리 유형, 보호
기간, 보호의 지리적 범위, 기본 보호 요건)가 국제 표준과 일치
* 요르단은 신속하지는 않지만 실효성이 있는 사법제도가 강한 민법 국가로 대체 분쟁 해결 메커니즘(중재
또는 중재 등)을 상업적 청구 및 계약의 시행에 활용 가능

○ 시장 성숙도
- 아래는 ICT 분야 시장 성숙도 및 조건을 나타내는 국가의 Cisco 디지털 준비도 지수,
WEF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지수 및 WIPO 글로벌 혁신 지수로 요르단의 ICT 시장 성
숙도를 나타냄.

요르단의 CISCO 디지털 준비성 지수
지표명

Basic Needs
/ 0–4 (best)

참고지표

∙ Life Expectancy UN, 2017
∙ Mortality Rate(Under Age 5) UNIGME, 2017
∙ Population Using Safe Drinking Water Services World
Health Organization & UNICEF, 2015
∙ Access to Electricity World Bank, 2016

점수

랭킹

3.5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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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점수

랭킹

Business & Government ∙ Foreign Direct Investment IMF, 2017
Investment
∙ Research & Development Expenditure UNESCO, 2017
/ 0–3 (best)
∙ Investment Freedom Heritage Foundation, 2019

1.29

59

∙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World Bank, 2019
∙ Rule of Law World Justice Project, 2019
Ease of Doing Business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 Infrastructure Rating
/ 0–4 (best)
World Bank, 2018
∙ Time to Get Electricity World Bank, 2018

2.48

61

∙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ILO, 2018
∙ Adult Literacy Rate UNESCO, 2017
∙ Education Index(Years of School) UN Development
Program, 2017
∙ Harmonized Test Score World Bank, 2018

2.05

103

Start-Up Environment
/ 0–3 (best)

∙ New Business Density World Bank, 2016
∙ Patents Granted & Trademarks Registered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17
∙ Venture Capital Investment & Availability Center for
American Entrepreneurship, 2017

0.39

57

Technology Adoption
/ 0–3 (best)

∙ Mobile Device Penetration ITU, 2017
∙ Internet Usage ITU, 2017
∙ Cloud Services(Spend, IT Forecast Data) Gartner, 2018

1.04

72

∙ Mobile Broadband Subscriptions ITU, 2017
∙ Fixed Broadband Subscriptions ITU, 2014
∙ Secure Internet Servers Netcraft, 2018
∙ Household Internet Access ITU, 2017

1.33

62

Human Capital
/ 0–4 (best)

Technology
Infrastructure
/ 0–4 (best)

참고지표

합계

22

자료원 : CISCO Digital Readiness Index 2019, 총 141개국 중 순위

요르단의 WEF 국제 경쟁력 지수
대분류

값

점수

랭킹

1.12 E-Participation / 0–1(best)

0.48

48.3

105

Property rights

1.14 Property rights / 1–7.(best)

5.0

66.9

40

Property rights

1.15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1–7(best)

4.9

64.3

35

Future orientation of
government

1.21 Government's responsiveness to change
/ 1–7(best)

4.4

57.4

28

Future orientation of
government

1.22 Legal framework's adaptability to digital
business models / 1–7(best)

4.1

51.8

37

Future orientation of
government

1.23 Government long-term vision / 1–7(best)

4.0

49.4

67

Public-sector performance

❘ 138 ❘

세부 지표명

PART 3. 요르단(암만무역관)

대분류

세부 지표명

값

점수

랭킹

ICT adoption

3.01 Mobile-cellular telephone subscriptions
per / 100 pop.

87.6

73.0

119

ICT adoption

3.02 Mobile-broadband subscriptions per
/ 100 pop.

87.6

N/A

50

ICT adoption

3.03 Fixed-broadband Internet subscriptions
per / 100 pop.

3.9

7.9

94

ICT adoption

3.04 Fiber internet subscriptions per /100 pop.

0.3

N/A

83

ICT adoption

3.05 Internet users / % of adult population

66.8

66.8

71

Skills of current workforce

6.05 Digital skills among active population
/ 1–7(best)

4.9

65.3

31

Financial system

9.02 Financing of SMEs / 1-7(best)

4.7

61.2

22

Financial system

9.03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 1–7(best)

4.0

50.8

26

Entrepreneurial culture

11.07 Growth of innovative companies
/ 1–7(best)

4.6

59.4

32

Entrepreneurial culture

11.08 Companies embracing disruptive ideas
/ 1–7(best)

4.0

50.2

40

Interaction and diversity

12.01 Diversity of workforce / 1–7(best)

4.7

61.6

50

Interaction and diversity

12.02 State of cluster development / 1–7(best)

4.4

57.5

31

Interaction and diversity

12.03 International co-inventions per million
/ pop.

0.18

5.1

72

Research and development

12.06 Patent applications per million / pop.

0.82

11.0

71

Research and development

12.07 R&D expenditures / % GDP

0.3

11.1

78

종합
자료원 : WEF Global Competitive Report 2019, 총 141개국 중 순위

요르단의 WIPO 국제 혁신 지수
대분류

점수

랭킹

1.3.2 Ease of starting a business

84.4

81

Education

2.1.4 PISA scales in reading, maths, & science

399.0

62

Tertiary education

2.2.2 Graduates in science & engineering, %

26.4

24

2.3.2 Gross expenditure on R&D, % GDP

0.3

75

ICTs

3.1.1 ICT access

61.5

73

ICTs

3.1.2 ICT use

57.5

60

ICTs

3.1.3 Government’s online service

49.3

105

Business environment

Research & development

세부 지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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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ICTs

세부 지표명

3.1.4 E-participation

점수

랭킹

48.3

105

2,085.7

75

General infrastructure

3.2.1 Electricity output, kWh/mn pop

General infrastructure

3.2.2 Logistics performance

29.2

82

Trade, competition & market scale

4.3.2 Intensity of local competition

76.0

19

Trade, competition & market scale

4.3.3 Domestic market scale, bn PPP$

93.2

81

Knowledge workers

5.1

0.0

129

Innovation Linkages

5.2

26.7

59

Knowledge absorption

5.3

23.9

106

Knowledge creation

6.1

14.4

57

Knowledge impact

6.2

30.5

91

Knowledge diffusion

6.3

7.3

117

Intangible assets

7.1

37.7

82

Creative goods & services

7.2

23.1

46

Online creativity

7.3

8.9

54

종합
자료원 :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2019, 총 129개국 중 순위

나. ICT 및 응용 산업 육성 정책 및 우대분야
■ 육성 정책 현황

○ 요르단은 정부부처인 디지털경제 창업부와 민간 기관인 정보통신협회 2개 기관에서 ICT
육성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
○ 1990년, 요르단 정부는 처음으로 정보통신분야를 요르단의 주요 잠재 성장 분야로 인식
하였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 1991년 걸프 전 후 쿠웨이트 등지에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큰 유입
- 요르단 지리적 위치(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 3개의 대륙을 연결)적 특성상 IT 허
브로의 성장 잠재력
-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 및 대외 개방적인 경제 체제(각종 FTA)
○ 이에 따라, 요르단은 IT 센터 건립, 전자정부 포탈 설립 및 서비스 개시, 교육 기관에 인
터넷 보급, 컴퓨터 및 실습실 제공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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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요르단은 건강한 ICT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통신규제위원회를 설립, 정보통
신 분야 규제 및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본격적으로 ICT 분야 육성 시작
○ 1990년대초~ 2019년까지의 주요 ICT 육성정책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음.

정책명

발표년도

정책 성격

정책목표

The Reach Initiative

1999

Government
Initiative

∙ ICT 일자리 3만개 창출
∙ ICT 연간 5억 5천만 달러 수출 달성
∙ ICT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 1억 5천만 달러 달성

Jordan e-Government
Program

2001

Government
Program

∙ ICT 정부 서비스 개선 및 공공 부문의 생산성 향상
∙ 시민과 기업에 더 나은 ICT 서비스 제공
∙ ICT 투자 수익률 증대
∙ 공공 정보의 이용가능성 확대
∙ ICT 기술 및 성과 개발
∙ ICT e-services를 위한 인프라 및 기술 제공.
∙ 정보 보안 수준 증대

Connecting Jordanians
Initiative (CJI)

2002

Government
Initiative

∙ 컴퓨터 보급 확대 및 광대역 통신망 네트워크 보급 시작

National Broadband
Network Program
(NBN Program)

2003

Government
Program

∙ 광대역 통신망과 연계한 ICT 인프라 설치 확대

Jordan Information
Technology Community
Centers (JITCC) Initiative

2003

Government
Initiative

∙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공공 접근성 확대

E-Learning Initiative

2004

Government
Initiative

∙ 공립대학에서의 ICT 연계한 온라인 학습시스템 고도화

National ICT Strategy
2007-2011

2006

Government
Strategy

∙ ICT 시장 30억달러로 규모로 확대
∙ ICT 부문 고용 3만 5명으로 확대
∙ 인터넷 보급률이 전체 인구의 50%로 확대

National Information
Assurance and Cyber
Security Strategy
(NIACSS).

2012

Government
Strategy

∙ 사이버 보안 인프라 강화를 통해 사이버 공격 등 리스
크 최소화
∙ ICT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2013

Government
Strategy

∙ ICT 투자 4억5000만 달러 규모로 확대
∙ 인터넷 보급률 전체 인구의 85%로 확대
∙ ICT 시장 규모 31억5000만 달러 규모로 확대
∙ ICT 직접 고용 2만명으로 확대(간접 고용 제외)

2016

Government
Initiative

∙ GDP 대비 ICT 분야 기여도 3-4%로 확대
∙ ICT 부문 시장 규모 최대 25%~30% 추가 증가
∙ ICT 부문 최대 13만~15만개 일자리 추가 확대
∙ ICT 관련 신규사업체 5,000~7,000개 추가 설립

National ICT Strategy
(2013-2017)

The REACH 2025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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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ICT Strategy 2019-2021

발표년도

2019

정책 성격

정책목표

Government
Strategy

∙ 정보통신 분야에서 효과적인 경쟁 촉진
∙ 국내외 ICT 관련 투자 유치를 위한 매력적인 시장 환
경 제공
∙ ICT 창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창업 지원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장려
∙ 정보 통신 기술 분야 필요 인프라 확충
∙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필요한 R&D 지원

■ 정책1. The Reach Initiative

○ 목표
- 1999년 요르단은 ICT 분야를 최초 정책 수립
-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 요르단내 정보통신분야의 전폭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 요르
단 국왕의 5개년 전략
○ 내용
- 2004년까지 ICT 관련 일자리 3만개 창출 (직접 2만개, 간접 1만개), 2004년까지 연간
ICT 수출액 5.5억 달러 창출, 2004년까지 ICT 분야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 1.5억 달러
창출
- 2000년에 요르단 정보통신기술협회(int@j)를 설립되어 민간 영역에서 ICT 발전에 기여
○ 우대 분야
- ICT 전반 분야 육성책
■ 정책2. 요르단 전자 정부 프로그램

○ 목표
- 2001년 요르단 정부는 정부·시민 간 상호 견결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전자정부 프로그
램 발족
○ 내용
- 정부 서비스 제공, 공공부문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e-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
및 기술 제공, 정보 보안 수준 향상 등
○ 우대 분야
- 정보 보안 분야 및 전자 정부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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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3. Connecting Jordanians Initiative

○ 목표
- 2002년부터 요르단 전역에 광대역 통신망 보급. 국가 네트워크 체계 확립 및 인프라
구축
○ 내용
- 정부는 해당 이니셔티브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정부 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대학 등
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인 광대역 통신망 프로그램을 발족시켜 통합된 인프라 구축 시작
- 또한, 요르단 정보통신 커뮤니티 센터(JITCC)에서는 컴퓨터 실험실 설립 및 ICT 인재
육성 시작
○ 우대 분야
- 광대역 통신망 관련 인프라 건설
■ 정책4. E-Learning Initiative

○ 목표
- 2004년 요르단 정부는 고등 교육을 ICT와 연계하는 이러닝 이니셔티브 발족. 공공 심
화 교육 시스템 개선 목표
○ 내용
- 이러닝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학생 10명당 1개의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연결), ICT
툴을 활용한 커리큘럼 활성화,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 대상 훈련 실시
○ 우대 분야
- 이러닝 분야(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정책5. 국가 ICT 전략 2007-2011

○ 목표
- 1999년 요르단의 ICT 정책인 Reach Initiative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ICT 5개년 전략으
로 ICT 전반 산업 육성 목표
○ 내용
- ICT 시장 규모 30억 달러로 육성, ICT 부문 고용 3.5만명 달성, 인터넷 보급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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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50% 달성 등
- IT 부문 활성화를 위한 IT 개발 단지 건립. 요르단 국왕은 킹 후세인 파크 개발 단지
건립을 통하여 HP, 마이크로소프트, 델, 에릭슨, 시스코, 삼성 등 글로벌 기업 유치
○ 우대 분야
- ICT 전반 분야
■ 정책6. 국가 정보 및 사이버 보안 전략(NIACSS)

○ 목표
- 2012년 요르단 정부는 사이버 공격 방지 및 주요 정부 분야 보안 달성 목표. 국가안보
를 강화할 목적으로 해당 전략 추진
○ 내용
- 중요 정보 인프라 확립 및 정부 네트워크 리스크 최소화
-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 및 복구 시간 최소화 방안 구축
- 민간 시스템 보안 강화를 통해 ICT 투자 환경 개선
- 시민 대상 국가 정보보안 인식 및 관련 훈련 프로그램 강화
○ 우대 분야
- 사이버 보안
■ 정책6. 국가 ICT 전략 2013-2017

○ 목표
- 국가 ICT 2007-2011의 후속 ICT 전략으로 ICT 분야 투자 유치 목적
○ 내용
-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 개선(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국내 투자 강화 등), ICT 서비스
및 제품 수출 역량 확대, ICT 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신 인프라 유지 및 개발
- MENA 지역 ICT 분야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국가 전문 교육 및 인증 역량 개발, 아랍
어 사용 시장 진출을 위한 아랍어 디지털 콘텐츠 개발
- ICT 투자 4.5억 달러까지 확대, 인터넷 보급률 85% 달성, ICT 시장 규모 31억 달러로
확대, ICT 직접고용을 2만명으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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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분야
- 통신 인프라, 아랍어 기반 소프트웨어 등
■ 정책7. Reach 2025

○ 목표
- 요르단 정부는 REACH2025을 통해 요르단 경제 및 산업 분야 디지털화 목표
- 보건, 에너지, 교육, 금융, 교통, 통신 및 보안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통해 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 창출 목표
○ 내용
- 디지털 경제 부문 시장규모 최대 25%~30% 증가, 디지털 경제 부문 일자리 최대 13~15
만개 추가 창출, 2025년까지 ICT 분야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비율 3~4% 성장률 달
성 등
○ 우대 분야
- 디지털 경제 부문 전반(핀테크, 이러닝,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에
너지 등)
■ 정책8. 국가 ICT 전략 2019-2021

○ 목표
- 국가 ICT 2013-2017의 후속 전략으로 ICT 분야 투자 유치 목적
○ 내용
- (경쟁 촉진) 정부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는 정보 통신 기술 분야
경쟁 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 및 장애 요소 완화
- (기술 개발 촉진) MENA지역의 ICT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하여 ICT 관련 서비스, 제품,
솔루션 개발 기술 촉진 지원
- (디지털화 가속화) 정부 서비스의 결제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전 분야의 디지털화 가
속화 실시
- (스타트업 육성) 각종 스타트업 펀딩 및 재정지원을 통하여 각종 신규 기술 개발
- (기업 및 대학 간 교류 강화) 적합한 ICT 인재 육성을 위하여 민간기업-대학 간 교류를
강화하여 노동 시장 수요에 맞는 기술 역량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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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개선) 광대역 통신망 프로그램 완료, 기타 ICT 관련 인프라 추가 도입 등
○ 우대 분야
- ICT 인프라, 디지털 경제 부문 전반(핀테크, 이러닝,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모빌리
티, 스마트 에너지 등)

다. ICT 및 응용 산업 촉진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
요르단 주요 ICT 정부 조직
디지털경제창업지원부(MODDEE)

∙ 국가 ICT 전략 및 계획 수립
∙ ICT 이니셔티브 촉진
∙ 전자정부 추진
∙ 해외 및 국내 투자 촉진
∙ 국가 ICT 인식 수준 제고
∙ ICT 관련 조사 및 통계 실시

통신규제 위원회(TRC)

∙ ICT 서비스의 규제 및 모니터링
∙ 통신망 네트워크 사업자 및 서비스 사업 허가 및
규제

요르단 ICT 민간 기관
연번

기관명

1

요르단 정보통신협회(Int@j)

2

암만 상공회의소(Amman Chamber of Commerce)

3

요르단 상공회의소(Jordan Chamber of Commerce)

4

요르단 오픈소스 위원회(Jordan Open Source Association)

5

요르단 산업회의소(Jordan Chamber of Industry)

6

요르단 컴퓨터 협회(Jordan Computer Society)

7

요르단 게임 연구실(Gaming lab)

■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 요르단 디지털경제 창업부
- 각 산업 및 기관에서의 디지털화 추진 및 종합 지원 정책 수립
- 대외 개방형 파트너쉽을 통해 주요 해외 기술 도입, 투자 유치, 디지털경제 연관 산업
기회 창출
❘ 146 ❘

PART 3. 요르단(암만무역관)

- 기관 세부정보는 아래와 같음.
기관명

Ministry of Digital Economy & Entrepreneurship

조직장

HE Eng. Muthanna Hamdan Al Gharaibeh - Minister

담당자

Mr. Eyad Musharbash - Chief Digital Officer - Digital Transformation Program

대표전화

+962 (6) 5805700
+962 (6) 5805600

팩스

+962 (6) 5861059

주소

P.O. Box 9903 Amman 11191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이메일
웹사이트

modee@modee.gov.jo, Eyad.Musharbash@modee.gov.jo
www.modee.gov.jo

○ 요르단 통신규제위원회
- 요르단에서 가장 오래된 규제기관 중 하나로 1995년 전기통신법 제13호를 통해 재정·
행정적으로 독립된 관할기관으로 설립
- 주요 기능은 정보 통신 기술 서비스 분야 규제
- 주요 비전은 효율적, 경쟁적,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ICT 환경 조성
- 주요 역할은 ICT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보장, 개방적이고 투명한 ICT 사업 환경 조성,
세계 수준의 규제 환경 조성
- 기관 세부정보는 아래와 같음.
기관명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Commission TRC

조직장

Eng. Ghazi Salem Al Jbour

담당자

Eng. Al Ansari Mohammad Al Mashaqbeh –Secretary General

대표전화

+962 (6) 5501120

팩스

+962 (6) 5690830

주소

P.O. Box 941794 Amman 11194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이메일
웹사이트

trc@trc.gov.jo
www.trc.gov.jo

○ 요르단 정보통신협회
- 2000년, 요르단의 ICT부문 최초 민간 지원 단체 설립
- 상대적으로 중동내에서 숙력된 인적 자원을 보유한 회원사들 보유. ICT 부문 대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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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 요르단 ICT 기술의 대외 협업, 대외 홍보, 대외 수출 등 중점적으로 진행. 정책과 입법
에 있어 회원사들의 의견을 투영하기 위한 요르단 정부와 협업 실시
- 기관 세부정보는 아래와 같음.
기관명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of Jordan - Int@j

조직장

Dr. Bashar Naim Abd Al Fattah Hawamdeh - Chairman

담당자

Mr. Nidal Said Al Bitar - CEO

대표전화

+962 (6) 5812013

팩스

+962 (6) 5812016

주소

P.O. Box 2383 Amman 11953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이메일
웹사이트

info@intaj.net, nidal.bitar@intaj.net
www.intaj.net

○ Jordan Gaming Lab
- 요르단 게이밍랩은 중동내에서 미래산업 먹기리 중 하나인 게임산업 육성 및 요르단을
허브로 만들기 위해 설립. 게임 개발자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
- 요르단 게이밍랩은 수도 암만, 이르비드, 아카바, 마안(후세인 빈 탈랄 대학), 자르카,
카라크(창의 클럽, 무타 대학)에 최신 기술을 갖춘 7개 연구실 설립 및 9,806명의 회원
보유
- 연구소가 마련한 교육 과정은 약 2.3만건이며 17개 이상의 국내외 디지털 게임산업 전
문기업과 협력 중
■ 주요 펀드 현황

○ 요르단 ICT 분야 기술 및 재정 지원 기관들의 주요 지원 영역은 단계별로 구분. 트레이닝
단계, 인큐베이션 단계, 발전 단계, 기타 자문 서비스를 제공
○ 또한, 요르단 내에는 엔젤투자자, 사업 시드머니 지원, 벤처캐피털 등 투자 형태의 지원과
은행 등을 통한 대출 방식의 지원도 존재
○ Oasis500
- 2011년 압둘라 2세 국왕의 주도로 설립된 오아시스500은 요르단내의 선도적인 종자투
자기업이자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로 꼽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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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기관은 기업설립의 초기 재정지원부터 일정 수준의 기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경영,
기술적인 컨설팅을 진행. 지원 프로그램 세부 정보는 아래와 같음.
지원 내용

세부정보

초기 자금 지원

최소 3만불에서 최대 10만불까지 초기 자금을 지원하며 사업 아이디어 별로 선정

사업화 지원
(Acceleration Program)
기술지원
네트워킹 지원
관리 지원

약 6개월간 구체적인 사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멘토링 지원
제품 품질 및 개발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사업을 소개 및 투자를 받기 위한 네트워킹 기회 제공
사무실 공간, 회계, 감사 및 법률 지원 등 회사 관리와 관련된 지원

- 기관 세부정보는 아래와 같음.
기관명

Oasis 500

조직장

HE Mr. Marwan Juma – Chairman of Board

담당자

Ms. Saja Omar Jabr – Projects Manager

대표전화

+962 (6) 5805460

팩스

+962 (6) 5805462

주소

P.O.Box 131 Postal Code 11185

이메일
웹사이트

info@oasis500.com
http://www.oasis500.com/

○ National Fund for Enterprise Support (NAFES)
- NAFES는 요르단 중소기업(SME)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에 설립
-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과 및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여 요르단 중소기업(SME)이 국내외
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
- NAFES가 6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음.
지원 내용

세부정보

기업 컨설팅

자금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의 60-80%에 이르며, 또한 NAFES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프
로젝트에서 중소기업의 요구에 따라 고품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지원 컨설팅은 비즈니스
계획 및 관리 시스템, 생산관리, 재무분석/관리, 마케팅 분석/영업 지원, 타당성 조사, 인재
육성 지원, 생산성 향상, IT &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 개발 관련 모든 진단
연구

교육 지원

이러한 유형의 교육에는 모든 재무 및 관리 영역 등이 포함되며 기업 기반 혁신 관리 교육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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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세부정보는 아래와 같음.
기관명

National Fund for Enterprise Support

조직장

Mr. Madhar Al Majali

담당자

Mr. Madhar Al Majali

대표전화

(+962- 6) 533-3895
(+962-6) 534-2544

팩스

(+962 6) 534-1307

주소

ubayhah Next to the Department of Statistics Behind the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building of the National
Center for HR

이메일
웹사이트

nafes@nafes.org.jo
http://www.nafes.org.jo/

■ 외자 유치 현황

○ 요르단 정부는 국내 및 외국인 투자에 매력적인 ICT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입법과
규제 마련
- 요르단 정부는 최근 몇 년간 ICT 투자 분야의 세제 혜택을 완화는 쪽으로 방향 설정
- 2016년 4월, 정부는 ICT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인센티브를 발표
- 판매세/관세 면세 : 소프트웨어 개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포털, 아웃소싱,
디지털 콘텐츠 및 전자 게임, IT 교육 및 e-러닝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 ICT 관련 서비스에 필요한 재화·서비스도 판매세를 면제받는 한편, 향후 10년간 ICT
소득세율은 20%에서 14%로 인하
- 정부는 ICT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최소 자본 요건도 모두 삭제
○ Innovative Start-ups and SMEs Fund (ISSF) 설립
- ISSF는 요르단 경제정책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설립됐으며, 혁신창업과 초기 중소기업
에 투자하는 민간 관리형 펀드
- 세계은행은 해당 기금에 5,000만 달러를 투자, 해당 기금에 4800만 달러가 추가되어
총 운용 자본이 9800만 달러 형성
- ISSF의 목표는 혁신적인 중소기업(SME)을 위한 민간 초기 지분 금융을 늘려 기업가정
신을 고취하고 요르단 내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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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캐피털법 도입
- 요르단은 최근 요르단 투자 기금법을 제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독립성을 부여받고 부동
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적 법인으로 기금(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 캐피털법 도입
- 아랍인이든 외국인이든 주권펀드 및 투자기관은 투자펀드법에 적용되는 개발권 및 투
자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1개 이상의 공익법인(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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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및 응용 산업 진출 · 협력 유망 분야

가. 에너지 분야
(1) 스마트 전기 관리 시스템
○ 요르단 정부 정책 도입 수요
- 최근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발표한 2020-2030년 요르단 에너지 발전 전략에 따라 전기
시스템의 가용성 및 통합성 개선 목표
- 최근 7월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에 따르면, 전체 국가 에너지 중 약 31%는 신
재생에너지 달성 목표(현재 약 21%)
-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풍력) 확대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의 스마트 전력 솔루션의 수요가 점차 증대
*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는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여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 솔루션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
* 태양열 및 풍력 발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요르단 특성상, 에너지 발전 피크타임에 잉여 전력이
발생하며 이러한 잉여전력을 보관함으로써 에너지 활용을 최적화 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요르단 전력의 누수율은 심하여 누수전력 최소화 및 효율성 달성하여 에너
지 비용을 절감 시급. 이에 따라, 전력 계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스마트 그리드
(smart grid)의 수요도 상승
*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는 전기의 생산, 운반, 소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 지능형 전력망시스템
* 요르단 정부는 스마트 그리드는 회선 손실을 줄이고, 전력 부족을 방지하고, 공급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에너지 품질과 그 관리를 향상시키며, 수익을 보호하고 도난 방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도입해야
하는 시스템임을 강조

- 그 밖에, 요르단 정부는 현재 검침원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전력을 검침하는 계량 방식
에서 스마트 계량기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검침되는 시스템을 도입 중
* 요르단 정부는 기존 전통적인 방식의 계량은 불법으로 사용되는 전기가 많은데 스마트 계량기를 통하여
정확한 판독 및 시간대에 맞는 정확한 계산을 통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오용되는 전력을 막을 수 있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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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30년 요르단 에너지 발전 전략
연번

세부내용

1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각 에너지 분야 에너지 효율성 9% 개선

2

국제 표준에 적합한 원활한 전력 수급 시스템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전력 공급망 확대

3

기존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 및 신규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 지속

4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풍력, 수력 등)의 효율적인 에너지 전력망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시스템 도입

5

전력 손실을 최소화(국제 표준 수준 달성)

6

2022년까지 현재 전통적인 계량 방식에서 스마트 계량기로의 전환

7

전력으로 운영되는 대중 교통 수단 확대 및 사용 장려(버스, 철도 등)

8

에너지 효율성 달성을 위한 법률 제정

9

민간 및 정부 기관 등 개별 기관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증진

자료원 : 요르단 에너지 광물 자원부

○ 스마트 전기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 현황
- 요르단 전력공사는 유럽부흥개발은행과 신재생 에너지 통합 개선을 위한 인프라 개발
관련 논의 중으로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음.

요르단 전력공사 전력 관련 개선책
연번

세부내용

1

균형적인 전기 공급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과 자동 제어 센터(공군 구성 군
사령부)의 구현 지원

2

요르단 송전망의 스마트 그리드 적용 관련 타당성 평가(세계 은행 후원)
기술 및 운영 현황 평가, 현재 비전 파악 및 개선, 요르단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스마트
기술 파악, 높은 수준의 비용 편익 분석 수행, 향후 계획을 위한 로드맵 작성 등으로 구성

3

재래식 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추가 전력 충족을 위한 그리드 용량 확대
방안 모색

자료원 : 요르단 전력 공사

- 요르단 정부는 스마트 전력 시스템 도입을 위해 최근 몇 년간 프로젝트를 아래와 같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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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스마트 전력 시스템 관련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규모(백만달러)

최종낙찰자

년도

30MW/60MWh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

40

PQ 단계
1. ACWA Power(사우디)
2. Marubeni, Itochu(일본)
3. 한화(한국)
4. PV TBEA Xinjiang Sunoasis, GCL
Intelligence Energy(중국)
5. Innogy(독일)

2020

Jordan Electric Power co.(JEPCO)
스마트 계량기(31,344 meters)

1.4

Holly of Chia

2015~2018

Irbid District Electricity
Company (IDECO) 스마트 계량기
(72,725 meters)

3.3

Holly of Chia

2020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
(EDCO)(50,000 스마트 계량기)

2.9

Umniah(바레인)

2019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
(EDCO), 스마트 량기(2020-21년도)

4

Zain Jordan(스위스 벤더 기업인
Ericcson 협업)

2020/2021

자료원 : JEPCO, IDECO, EDCO

- 향후, 요르단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전력 시스템 관련 프로젝트 명단은
아래와 같음.

향후 요르단 스마트 전력 시스템 관련 발주 예상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규모(백만 달러)

발주 관련 기관

년도

와디 무집 댐 주변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220 MW 규모)

50

에너지광물자원부,
수자원청, 수관개부,
요르단 전력공사

타당성 조사 : ~2020년
프로젝트 시행 2021~2024년

요르단 내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
프로젝트(요르단 정부 구상 중)

200

에너지광물자원부,
요르단 전력공사

요르단 내 필요한 프로젝트 관
련 조사 : ~2025년
프로젝트 시행 : 2020~2030년

요르단 내 스마트 전력망 관련 프로젝트
(요르단 정부 구상 중)

500

ERC, 요르단
전력공사

프로젝트 시행 : 2020~2025년

요르단 내 스마트 계량기 설치
(요르단 전력 공급 회사
구상 및 진행 중)

20

ERC, 요르단 전력
공급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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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규모(백만 달러)

발주 관련 기관

년도

대중교통 관련 에너지 충전소
확대 보급, 전기 대중교통 보급 확대

50

각 지자체, ERC,
에너지광물자원부,
교통부 등

프로젝트 시행 : 2020~2030년

자료원 : 2020~2030 요르단 에너지 전략

○ 수입/도입 현황
- 현재 요르단에서 활발하게 진행 및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전력 분야는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 계량기 등임

스마트 전략 분야 수입 및 도입 현황
품목

규모(백만달러)

년도

주요 수입국

에너지저장장치(ESS)

4

2019

미국(75%), 영국(6%), 한국(2%),
중국(2%), 기타(15%)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8

2015~2020

중국(80%), 체코(9%), 그리스(5%),
폴란드(2%), 기타(4%)

스마트 계량기

4

2015~3030

중국(80%), 체코(9%), 그리스(5%),
폴란드(2%), 기타(4%)

자료원 : 요르단 통계청

○ 경쟁 동향
- 요르단 시장에 주로 도입된 스마트 전력 관리 시스템 장치는 ESS 및 스마트 계량기로
주로 중국산의 약진이 뚜렷

스마트 전략 분야 현지 경쟁 동향
분야

에너지저장장치
(ESS)

브랜드명

ITOCHU

제조국

일본

사진

현지 도입 비결

암만에 사무소를 두고 후속
조치를 취하고 JAICA로부터
요르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받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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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브랜드명

제조국

사진

현지 도입 비결

Hanhwa

한국

다양한 용량의 품목이 있어 중소
및 대규모 프로젝트 모두 투입
가능

TEBA

중국

입찰 등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Holly Smart &
AMI

중국

요르단내에서 가장 저렴한 품질.
가격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입찰을 따냄

Ericsson

스웨덴

좋은 품질과 좋은 가격. IT
백엔드 솔루션도 제공

에너지저장장치
(ESS)

스마트계량기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우리 기술·제품 진출 현황

국내 기술 진출 현황
분야

규모(달러)

년도

세부설명

에너지저장장치(ESS)

80,000

2019

푸지에즈 풍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에너지 저장장치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도입·수입 관련 규제 (Import Regulation for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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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전략 분야 도입 및 수입 관련 규제
분야

상세정보

에너지저장장치(ESS)

한국의 ESS는 판매세 16% 외에 30%의
관세가 붙고, 미국이나 영국 ESS는 관세
0%, 판매세 16% 부과

스마트계량기 & AMI

한국의 스마트 미터기는 판매세 16% 외
에 20%의 관세를 지불하고, 스웨덴, 체
코, 폴란드와 같은 경쟁국에서는 관세
0%, 판매세 16%를 지불

국내 제품 영향

한국 ESS가 미국, 유럽 더 비싸게 되는
영향. 중국은 한국과 똑같이 관세지불하
지만, 가격은 보통 한국보다 저렴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단, 제품이 요르단에서 규정하는 에너지 표준 효율에 도달할 경우 관련 시스템과 장비
는 관세 및 판매세에서 면제 가능

나. 수자원 분야
(1) 스마트 수자원 관리 시스템
○ 요르단 정부 정책 도입 수요
- 요르단은 UN 기준 물부족 국가 2~3위 국가로 현재 인구 증가, 난민 유입, 산업 수요
증가 등에 이유로 수자원 사용이 점차 증대
- 요르단의 재생 가능한 수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국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 점
점 더 많은 수의 유역 및 대수층에서 명백한 과잉 사용의 징후가 나타나는 실정
- 물 수요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사회경제 분야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며 수질 악화
및 수인성 질환의 통제와 함께 국내, 관개, 산업, 환경 보호를 위한 물의 필요성은 증대
- 따라서, 부족한 자원의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대체 수자원 관리 및 효율성 전략
이 필요하며 요르단 수관개부(MWI)는 2016~2025년 수자원 전략을 통해서 동 과제를
해결하고자 함.
- 특히, 유출 및 손실되는 수자원이 많아 수자원 네트워크 개선 및 수자원 공급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스마트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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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5년 요르단 수자원 발전 전략
연번

세부내용

1

모든 요르단인을 위한 안전하고 저렴하며 적절한 급수 및 위생 시설 공급

2

도시, 소도시, 주요 산업 및 광산을 위한 폐수 처리 시설 공급 및 수자원 재 사용

3

수자원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스마트 워터 관리 시스템 및 인프라 도입

자료원 : 요르단 수관개부

○ 스마트 수자원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 현황
- 요르단의 현재 노후화된 수자원 파이프를 교체하고, 물 절도 행위 근절을 위해 각종
인프라를 개선 중
- 지상에서 유실되고 있는 수자원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누수 감지 및 효과적으로 수압을
제어하기 위한 수도망 재구성, 노후 수도 계량기를 스마트 미터로 교체, 수자원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강화 등의 프로젝트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음.

요르단 스마트 수자원 시스템 관련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규모(백만달러)

년도

최종낙찰자

12만개 주거용 스마트 워터
계량기 설치

15

2014~2016

프랑스 정부 원조 사업
(프랑스 업체 Itron 업체 진행)

Smart Move 프로젝트

11

2015

독일 연방 교육 연구부(BMBF)
자금을 지원, 요르단 밸리 지역 수자원
스마트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

9,600개의 구식 수도 계량기를
고정밀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
데이터 수집 시스템 업데이트

10

2015~2018

USAID 원조 사업
(미국 업체인 CDMsmith 진행)

용수 손실 감소 프로젝트(암만,
마다바, 자르카 대상), 스마트 누출
제어 시스템 및 계량기 설치

100

2020~2023

USAID 원조 사업(요르단 업체인
Orient Engineering 진행)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워터 앱」을
출시, 시민들이 고지서를 조회,
신규가입 신청, 물 절도 신고 등 진행

2

2020.07~

UICEF 원조 사업
(요르단 업체인 AMAN 진행)

자료원 : 요르단 수관개부 및 수자원청

- 향후, 수자원 관리 시스템 도입 관련 추가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내역
은 아래와 같음.
❘ 158 ❘

PART 3. 요르단(암만무역관)

향후 요르단 스마트 수자원 시스템 관련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규모(백만달러)

년도

발주관련 기관

Water Smart Home,
스마트 수자원 인프라 작업

6

2021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

암만내 24만대 스마트 계량기 설치

25

2020-2023

Miyahuna

마다바 29만대 스마트 계량기 설치

3

2021-2022

Miyahuna

수자원 공급 시스템내 전력 감소
프로젝트

50

2021-2025

요르단 수관개부, 물부문 전기 요금
절감을 위한 태양력 발전을 활용한
수자원 펌핑 스테이션 건립 구상 중

2021-2025

요르단 수관개부
∙ 1단계 - 요르단 급수 시스템의 에
너지 평가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 2단계 – 프로젝트 이행

수자원 공급 시스템내 전력 감소
프로젝트

30

자료원 : 요르단 수관개부 및 수자원청

○ 수입·도입 현황
- 요르단으로 현재 활발하게 도입되는 스마트 시스템은 스마트 계량기로 주로 유럽, 터키
등지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스마트 전략 분야 수입 및 도입 현황
품목

규모(백만달러)

년도

주요 수입국

10

2015

프랑스(80%), 이탈리아 (5%), 슬로바키아 (5%), 기타(10%)

10

2016

프랑스(70%), 터키(10%), 이탈리아(5%), 기타(15%)

1.5

2018

터키(50%), 이탈리아(30%), 기타(20%)

1

2019

터키(60%), 이탈리아(20%), 기타(20%)

스마트 계량기

자료원 : 요르단 통계청

○ 경쟁 동향
- 주요 진출 브랜드는 터키, 프랑스, 이탈리아산 스마트 계량기로 원조, FTA 혜택 등의
사유로 현재 경쟁성을 확보. 아직까지 우리 기업 제품은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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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전략 분야 현지 경쟁 동향
분야

스마트계량기

브랜드명

제조국

사진

현지 도입 비결

ITRON

프랑스

원조 진행

TEKSAN

터키

가격경쟁력 및
터키-요르단 FTA로 인한
관세 면제

이탈리아

가격 및 품질경쟁력 및
EU-요르단 FTA로 인한
관세 면제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도입·수입 관련 규제
- 특별한 수입 관련 규제는 없으며 다만 한국산 제품은 FTA의 부재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스마트 수자원 분야 도입 및 수입 관련 규제
분야

상세정보

국내 제품 영향

스마트 계량기

한국은 해당 품목 제품에 30%의 관세 및
16% 판매세 부과해야함.

FTA로 인해 관세 면제를 받는 기타 유럽 및
미국 국가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불리

자료원 : 요르단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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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 분야
(1) 전자 결제/핀테크
○ 기술 도입 주요 정부 정책
- 요르단 정부는 금융권의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과거부터 꾸준히
정책 수립을 해왔으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요르단 금융 분야 디지털 발전 전략
전략

세부사항

National E-Commerce
Strategy

요르단에서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틀을 제공하기 위해 2007년에 발표되었
으며, 국가 전자상거래 전략의 주요 전략적 목표 설정. 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
와 전자상거래 채널을 활용한 무역을 통해 국가의 부를 증대, ICT 분야의 강점
과 기회 활용 등

2013년 요르단 중앙은행이 도입한 것으로 요르단 내 모바일머니에 대한 새로운
The 2013 Mobile Payment 규제 틀을 마련. 모바일 결제 서비스 지침에 따르면, 그것은 다양한 유형의 시장
Services Instructions (MPSI) 참여자들 사이에서 개방적인 활동 허용하고, 궁극적으로 더 다양한 온라인 결제
제품과 서비스 도입을 위한 목적

E-Transaction Law of 2015

법은 전자결제 및 전자서명 신청을 촉진하고 지원. 요르단 중앙은행 규정에 따
른 온라인 결제 합법화, 전자서명 및 전자기록(계약서)의 공식 인정, 전자거래를
수반하는 국제상업관습 준수, 정부기관에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을 허가함으로써
전자정부 프로그램을 제도화 등

자료원 : 요르단 디지털경제 창업부

- 특히, 가장 최근 발표한 2017년 National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NFIS)을 통하여
요르단 중앙은행(CBJ)은 소매 결제 시스템, 현금 송금, 어음 결제 등 결제 디지털화
등을 통해 요르단 국민 사이에 디지털 결제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디지털 경제창업부 담당자에 따르면, 2021년까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모든 결제 관련
서비스를 QR코드 등의 비대면 수단으로 시스템 전반 교체를 목표로 전환 추진 중
○ 최근 시장 현황
- 요르단 정보통신협회 담당자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결제 수단 수요의 확산에 따라, 금융시장의 디지털화를 더욱더 강하게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요르단 시민의 약 70%는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 지갑은 신용카드 및 전자
은행 거래 시스템의 주요 대체 수단으로 여겨짐.

-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라는 명분하, 요르단 중앙은행은 사용자가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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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전자적으로 지불 거래, 송금, 국가 원조 기금 및 기타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급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전자 지갑 사용을 권장하고
급여 지급을 가능하게 조치 중
- 코로나19 확산기간 5월 전자결제 거래액은 전년대비 약 85% 상승한 180만 건으로 약
6억4700만 달러 규모에 달하였고 전자지갑 가입자 수는 약 80만 건 이상 상승
- 모바일 지갑 시장 관련, 2020년 7월 현재 8개 업체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러
한 플랫폼은 모두 요르단 중앙은행 규제를 따름.

요르단 모바일 지갑 주요 업체
플랫폼

운영사업자

Dinarak

Al-Mutakamilah for Payments Services via Mobile Phone

Aya

Aya Company for -Payment Services

Mahfazti

Umniah Telecom

Gadha

Gate to Pay

National Wallet

Middle East Payment Services

ZAIN Cash

ZAIN Telecom

Orange Money

Orange Telecom

자료원 : 요르단 중앙은행

-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Jomopay라는 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모바일 뱅킹
및/또는 모바일 머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Jomopay와 연결 필요.
- Jomopay 통계에 따르면 현재 모바일 지갑을 사용하는 인구는 약 1백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0 수준. 주요 기타 통계는 아래와 같음.

2020년 7월 기준, 모바일 금융 서비스 시장
(단위 : 달러)
모바일 지갑 가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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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707

총 결제액

230,070,299

총 결제 수

1,353,416

총 입금 금액

72,348,345

총 출금 금액

56,94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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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awateercom 결제 금액

10,821,440

총 송금액

22,349,088
1,705

총 가맹점 수
자료원 : 조모페이

- 현재 전자 결제시장에서 주요하게 사용하는 서비스는 현금 인출 서비스로 70%의 인구
가 계좌가 없기 때문에 모바일 지갑을 통하여 현금 인출 서비스를 이용
- 또한, 가장 인기 있는 전자 결제 플랫폼은 eFAWATEERcom*로 요르단 중앙은행이 도
입하여 각종 고지서 및 납부가 가능
* eFAWATEERcom은 정부 서비스, 공익 기업, 운송 회사, 교육 기관, 통신 회사 등 공공 및 민간 기관과
은행 및 기타 결제 서비스 기관과 연결하는 플랫폼

○ 수입/도입 현황
- 핀테크 및 전자 결제 부문은 다양한 기능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플랫폼 및 애플
리케이션 기술을 요구
- 소프트웨어의 경우, 아직까지는 기술 초기 도입 단계로 업계 대부분의 의견은 향후 수
요가 있을 기술은 QR코드 결제, 보안 및 인증, 원장 기술(블록체인), 간편/국제 송금
기술 등의 수요가 점차 증대 될 것으로 예상

핀테크 및 전자결제 소프트웨어 향후 수요 분야
연번

분야

현지 수요 분야

1

온라인 금융(대출) : P2P 대출, 소매 금융

2

크라우드 펀딩

3

금융 인공지능 플랫폼

4

금융자산 관리

5

원장 기술

6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기술(추후, 통신규제위원회 승인 필요)

7

E-Payment(은행)

8

E-Payment(은행 외)

9

간편 결제, 환전, 송금(소액 해외 송금 등)

10

보안 및 인증 기술

11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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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야

현지 수요 분야

12

결제솔루션(QR코드, 홍채 인증 등)

13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14

모바일 결제 관련 수익 창출 솔루션

- 또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외에도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된 광범위
한 하드웨어 제품 수요도 존재
- 요르단 내에서 주로 요구되는 제품은 신용 카드 리더, 스마트 카드, 자동 입출금기 또는
키오스크 등
* 주로 중국 및 유럽 제품의 진출이 활발하며 국내 기업 진출은 소수

핀테크 및 전자결제 시장 하드웨어 제품 수입 동향
(단위 : 달러)
제품

신용카드리더기
(H.S.Code : 8471.90.00)

스마트카드
(H.S.Code : 8523.52.00)

자동입출금기
(H.S.Cod : 8472.90.100)

수입규모

4,357,358

4,159,069

9,815,226

년도

주요 수입국

2018

중국(63%)
미국(11%)
한국(7%)
베트남(5%)

2018

아일랜드(30)
싱가포르(17%)
U.A.E.(14%)
중국(14%)

2018

헝가리(59%)
독일(36%)
인도(2%)
벨기에(1%)

자료원 : 요르단 통계청

○ 도입·수입 관련 규제
- 특별한 기술 규제는 없으며 통관 시 판매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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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및 전자결제 시장 하드웨어 제품 도입/수입 관련 규제
(단위 : %)
제품

관세

판매세

신용카드리더기 (H.S.Code : 8471.90.00)

-

16

스마트카드 (H.S.Code : 8523.52.00)

-

16

자동입출금기 (H.S.Cod : 8472.90.100)

-

16

자료원 : 요르단 세관

라. 교육 분야
(1) E-러닝
○ 기술 도입 주요 정책 현황
- 요르단은 중동지역에서 IT를 교육 시스템에 통합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으며, 요르단
대학은 2002년에 e-러닝 기술을 신규 도입하여 다양한 요르단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을 실시
- 2002년 원거리 교육부터 시작하여 2015년 E-러닝 확산 정책에 따라, 요르단 왕국 전역
에 걸쳐 3,000개 이상의 학교에 모든 e-러닝 수단과 장비 제공 목표
- 2013년 여왕 라니아 재단은 최초의 비영리 아랍어 온라인 강좌 플랫폼을 개발, 아랍어
학습자들이 아랍어 교수들이 제작하는 교육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작.
또한, 주요 국제 대학교(MIT, 하버드 등)의 아랍어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 마련
- 민간 차원에서도 2012년 탈랄 아부 가잘레 그룹은 온라인 대학을 개설하여 각종 학술
프로그램 및 강의 서비스 제공
○ 최근 시장 동향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요르단 정부는 공공 교육기관을 폐쇄하고 온라인 교육을 진행함
에 따라, 교육기관 전반에 걸쳐 E-러닝 서비스 도입 수요가 크게 상승
- 아직은 체계가 미비되어 연속적인 학습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한 시스템 개발과 학년
및 전문 분야의 학생들을 위한 체계 적인 시스템 필요
- 요르단 교육부는 주로 녹화를 통하여 티비 및 인터넷을 통한 녹화 방송의 송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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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동향
- 요르단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이후 진행되고 있는 녹화 방송 송출 방식의 E-러닝 시스
템과 더불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 중
- 특히, ‘Darsak’ 플랫폼은 원격교육의 체계로 2020년 3월 1단계로 출범한 요르단 교육부
의 시책 중 하나로, 수학과 과학과목, 아랍어와 영어 등이 포함된 동영상 형식의 교육수
업을 포함
- ‘Darsak’의 교육 컨텐츠들은 아래의 요르단의 E러닝 사업자들이 요르단 교육부와 협업
으로 제작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배포

요르단 내 주요 E러닝 서비스 사업자
플랫폼명

로고

웹사이트

Mawdoo3

www.mawdoo3.com

Edraak

www.edraak.org

Abwaab

www.abwaab.me

JoAcademy

www.joacademy.com

- 정부는 E러닝 전환을 위한 교사 훈련 용 온라인 플랫폼도 추진하였는데, 요르단의
Abwaab 기업은 https://teachers.gov.jo 을 개발하여 교사들에게 적합한 교육 실시하
는 등 다양한 E러닝 사업자들이 요르단에서 활동 중
○ 최근 기술/제품 도입 수요 및 현황
- 사실, E-러닝은 여전히 요르단 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
통적인 학습과 IT 통합 교육 솔루션을 현지 기업들이 단순히 통합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 166 ❘

PART 3. 요르단(암만무역관)

실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에는 추후 아래와 같은 기술/제품 도입 수요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1) 쌍방향 학습 프로그램: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순 녹화 송출 방식은 학생들이 질문
및 교사들이 답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학생/교사 간 쌍방
향 소통 학습 프로그램
2) 관련 기술 인프라 도구 및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영상 및 음성 장비, 컴퓨터, 프로
젝터, 각종 시험 수행 시 감시 장비 등)
3)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클라이언트 서버를 활용한 교육 컨텐츠 개발 및 제공 수요 증가
4) 교육 콘텐츠 관리 시스템, 전자 시험/시험 시스템 등 선진화된 소프트웨어 및 시스
템 수요 증가
- 현지의 도입되고 있는 E-러닝 하드웨어 관련, 중국, 유럽 등지로부터 수입되며 한국 제
품 진출은 소수

E-러닝 시장 하드웨어 제품 수입 동향
(단위 : 달러)
제품

프로젝터
(H.S.Code : 9023.00.000)

PC
(H.S.Code : 8471.30.100)

노트북
(H.S.Code : 8471.41.000)

수입규모

3,334,349

3,827,990

9,265,094

년도

주요 수입국

2018

중국 (24%)
미국 (14%)
독일(13%)
이탈리아(10%)
영국(7%)

2018

중국(93%)
베트남(4%)
한국(1%)
미국(1%)
대만(1%)

2018

스웨덴(32%)
중국(28%)
대만(13%)
미국(7%)

자료원 : 요르단 통계청

○ 도입·수입 관련 규제
- 특별한 기술 규제는 없으며 통관 시 관세/판매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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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러닝 시장 하드웨어 수입 관련 규제
(단위 : %)
제품

관세

판매세

프로젝터 (H.S.Code : 9023.00.000)

20

16

PC (H.S.Code : 8471.30.100)

-

16

노트북 (H.S.Code : 8471.41.000)

-

16

자료원 : 요르단 세관

마. 현지 산업 클러스터 현황
(1) 전체 클러스터 개황
요르단 산업 단지 개황

□ 개발 연혁
○ 1976년 요르단 자유지대 회사(JFZC), 1980년 요르단 산업단지 회사(JIEC) 설립을 시작으로 요
르단은 산업 단지를 조성. 외국인 투자 유치, 고용 기회 창출, 수출 증대 등 목적으로 설립
○ 2008년에는 각 주의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발 구역(Development zone)을 설정하고 개발
구역 위원회(Development Zones Commission)하에서 관리 실시
○ 2010년부터 산업단지 및 개발 구역은 개발 구역 위원회에 관리 하에 들어갔으며 개발구역 위원
회는 개발구역 및 자유지대 위원회(Development Zones and Free Zones Commission)로 개
편됨
○ 2000년대에 설립된 아카바 특별경제구역은 아바카 특별 경제구역청하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음
○ 요르단-미국 FTA 체결 이전 1995년 설립된 Qualifying Industrial Zones의 경우, 미국 시장
관세와 쿼터를 무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
○ 요르단 내 ICT에 특화된 산업단지는 2010년도에 설립된 킹후세인파크(King Hussein Park)로
요르단을 중동내 ICT 허브로 키우려는 국왕의 비전에 따라 설립
□ 주요 관리 주체
○ 요르단 산업단지 공사(JIEC) : JIEC는 1980년에 준정부 법인으로 설립되어 중소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단지 설립, 개발, 마케팅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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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단 자유개발구역 그룹(Jordan Free and Development Zones Group) : 2016년 관련 기관
들과의 합병을 통하여 설립되었으며 신규 및 기존 개발 구역 활성화 담당
□ 주요 산업단지 내역
○ 요르단 주요 산업단지 및 개발 구역은 아래 도식과 같음

자료원 : 요르단 투자청

○ 주요 산업 단지 내역
순번

지역

산업지대명

설립연도

주요 제조 품목

1

Sahab City

Abdullah II Ibn Al-Hussein
Industrial Estate (AIE)

1984

섬유, 철강, 화학 등

2

Irbid

Al-Hassan Industrial Estate (HIE)

1991

의류, 섬유 등

3

Al-Karak

Al-Hussein Bin Abdullah II
Industrial Estate (HUIE)

2000

엔지니어링, 식품, 섬유

4

Al Muwaqar

Al Muwaqar Industrial Estate (MIE)

2010

전자기기, 의료, 식품,
엔지니어링, 섬유, 금속, 목재,
화학 등l

5

Al Mafraq

Al Mafraq Industrial Estate

2017

식품(음료 포함), 화학

자료원 : 요르단 투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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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발 구역
순번

지역

산업지대명

설립 연도

주요 분야

1

King Abdallah II Development Area

Amman

1980

제조업

2

Al Mwaqar Development Zone

Amman

2010

제조업

3

Dead Sea Development Zone

Balqaa Madaba

2009

제조업

4

Irbid Development Zone

Irbid/Ramtha

2009

스마트시티(서비스,
과학리서치, 의료 산업, IT 등)

5

Al Hasan Industrial Area

Irbid

1991

제조업

6

Jerash Development Area

Jerash

2014

제조업

7

Al Hussein Bin Abdallah II
Development Zone

Karak

2003

제조업

8

Ma’an Development Zone

Ma’an

2007

산업단지, 주거지역,
태양열 발전 지대

9

Madaba Development Zone

Madaba

2014

제조업

10

King Hussien Bin Talal Development

Mafraq

2006

제조업, 주거지역,
태양열 발전 지대

11

Salt Development Zone

Salt

2014

제조업

12

Tafeleh Development Zone

Tafeleh

2014

제조업

13

KING HUSSEIN PARK

Amman

2010

ICT

자료원 : 요르단 투자청

□ 최근 변화 동향
○ 요르단 투자청은 투자 절차 간소화를 위해 통합형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 중으로 요르단에 투자
를 원하는 기업은 모든 절차를 온라인을 통해 간편히 진행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중

(2) 현지 주요 ICT 클러스터 현황
■ King Hussein Business Park
1) 단지 개요

○ 위치
- 요르단 암만내 서쪽 방향인 King Abdulaah 2 st에 위치
- 킹 후세인 파크 인근 지역에 위치, 요르단 내에서 가장 발전된 메디컬 허브 중 하나인
킹 후세인 메디컬 시티와 킹 후세인 모스크 인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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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목적
- ICT 분야에서 국내외 다수의 기업들 유치 및 육성,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 , 지식 기반
산업 육성, MENA 지역의 수출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ICT 전문 산업단지
○ 총 면적
- 현재 12만 s/m 규모로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향후 1.4백만 s/m로 확장 계획

○ 단지 구성
- 단지내에는 32개 동이 있으며, 이 중 18개 동 사무용 공간 제공
- 사무실 건물, 강당, 스포츠 콤플렉스, 산업 지원 분야, ICT 인프라, 스타트업 지원 단지 등

○ 유치 업종
- 아랍어 디지털 콘텐츠 개발, 스마트 헬스 시스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게임산업, 교육
컨텐츠 개발, 소셜 미디어 등
○ 입주 현황
- 2010년 최초 설립 이후 3600개 일자리 창출 1.7억불의 투자 유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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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단내 가장 활발한 ICT 산업단지로 약 40개의 주요 국제 ICT 기업 입주
- Hewlet-Packard, 마이크로 소프트, 델, Oracle, LG 전자, 에릭슨, 시스코, 삼성, ZAIN
등과 같은 국제 기업들 입주 중
2) 입지 여건

○ 인프라/교통 환경
- 암만 중심 시내에 위치한 산업단지로 쇼핑 지역, 의료 서비스, 통신 인프라를 포함한
모든 암만 도시 편의 시설에 빠르게 접근 가능
- 산업단지로부터 33Km 남쪽에 위치한 퀸 알리아 국제 국제공항과도 인접
3) 산업 환경

○ 보안서비스
- 요르단 군에서 직접 보안서비스를 제공, 탁월한 보안 서비스 구축하고 있으며 요르단
내 최첨단 데이터 및 통신망 구축
○ 사무실 환경
- 오픈 스페이스, 최첨단 통신망과 IT인프라 구축, 광대역 통신망 구축, 국제 표준의 건물
보안 및 안전 시스템 구축 등
- 250s/m~5,000s/m 규모의 사무실 공간 제공
4) 관리 기관

○ 동 산업단지는 정부 소유로 요르단 군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운영 중

운영 기관 세부 정보

기관 로고
Chairman Of The Board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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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P.O.Box : 139 Amman 11831 Jordan

대표

info@businesspark-jo.com
invest@businesspark-jo.com

웹사이트

www.businesspark-jo.com

설립년도

2008

자료원 : 킹 후세인 파크

5) 입주(투자) 조건

○ 제출 서류 및 절차
- 킹 후세인 비즈니스 파크에 사업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투자자들은 관련 팀에 연락
및 입주 절차를 진행 필요
- 관련 팀(Teneants Relations Team) : investment@businesspark-jo.com
○ 세금 혜택
- 요르단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
발구역법을 제정. King Hussein Business Park는 개발 구역법에 의해 설립
- 동 법률에 따라, 동 산업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운영 기관 세부 정보
세금 종류

부과 세금

상세 내역

Income Tax

10%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세 대상 소득

Income Tax

0%

수출로부터 나오는 모든 과세 대상 소득

Sales Tax

0%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로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판매
상품

Import Duties

0%

산업단지내 기업 설립 및 설비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기
구, 기계 등

Social Services Tax

0%

산업단지내 또는 요르단 이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
류의 과대 대상 소득

Dividends Tax

0%

산업단지내 또는 요르단 이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
류의 과대 대상 소득

Sales Tax(Services-Consumption)

7%

산업단지내 서비스 사용에 대한 판매세

자료원 : 킹 후세인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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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인센티브 (others incentives)
- 동 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기타 인센티브 관련, 요르단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 없음, 간소화된 비즈니스 절차, 외국인에 대한 간소화된 라이센스, 재산 등록
/양도 간소화, 지적재산권 보호, 제품 및 자재 관련 세관 규제 간소화 등임.
6) 주요 입주 업체
회사 로고

❘ 174 ❘

회사명

웹사이트

사업 현황

CISCO

www.cisco.com

ICT Training
Network Systems
ICT Operating Software

Microsoft

www.microsoft.com

ICT Training
Network Systems
ICT Operating Software

ORACLE

www.oracle.com

ICT Training
Network Systems
ICT Operating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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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르단 스마트 테크 진출 전략

가. SWOT 분석
Strengths

Opportunities

∙ ICT 인력 관련, 매년 대학에서 5~6천명에 달하는 졸
업생들의 꾸준한 유입
∙ 아랍어 소프트웨어 컨텐츠의 70%는 직간접적으로
요르단에서 제작
∙ ICT 관련 중동 수출이 활발하여 MENA 지역 진출을
위한 관문으로 적합
∙ 요르단의 ICT 환경에 지속적인 발전(기술적, 규제적
등)에 있어 자유화를 통한 외국 기업의 요르단 투자
를 유도

∙ 상당수의 국가와 체결한 FTA를 포함한 지역 및 국
제시장 접근성
∙ 전자상거래 및 무현금 경제로의 전환 추세(핀테크
시장 진출)
∙ 모든 산업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경제화 추진
∙ 중동지역 아랍어 컨텐츠의 수요 증가
∙ 중동 지역 ICT 인프라 확장
∙ 코로나19로 인해 ICT를 활용한 비대면 수단 수요
확대

Weaknesses

Threats

∙ 제한된 국내 소비 시장 시장 및 여전히 만연하고 있
는 행정 관료제
∙ 세계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ICT 관련 개발 수준이
낮고 기업 경영 기술 또한 낮음
∙ 상대적으로 부족한 ICT 및 창업 관련 기금
∙ 디지털 경제 도입에 있어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이해
도가 떨어짐

∙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 주변국 불안정한 정세에
따라 ICT 관련 투자가 큰 영향을 받음.
∙ 요르단 ICT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갖
추고 있는 인도, 이집트 등과의 인건비 경쟁력 떨
어짐.
∙ 요르단 경제, 극심한 정부 적자 및 부채 존재하며
지나치게 대외원조에 의존

나. 비즈니스 유형별 진출 전략
■ 기술·제품 수출

○ 유통 구조 및 수출 절차
- 요르단의 ICT 부문을 관련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음.
- 하드웨어의 경우, ICT의 이용에 관여하는 물리적 기기 및 장치이며 예를들어, 스마트
계량기, 스마트 카드, 컴퓨터, 주변기기, 이동전화, 디지털보조기, 통신 및 네트워크기
기 등이 이에 해당
- 요르단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졸업생과 전문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주로 수입 ICT 하드웨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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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유통 및 수출 구조

1) (현황) ICT 관련 하드웨어 시장에서 외국 제조업체들은 대개 수입업체 역할을 하는 현지 대리점을 통해 요
르단 시장을 두드려 제품을 공급하고 진출. 이 유통 채널에서 대리인은 수입업자로서 아래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짐.
2) (역할) 현지 에이전트의 주된 역할은 주문, 취급, 배송, 홍보, 판매, 고객들로 부터의 정보 피드백, 유지 보수
및 애프터서비스 제공 등. 정부 입찰 및 민간 프로젝트는 하드웨어 및 ICT 관련 제품의 현지 대리점이 중점
적으로 다루는 두 가지 중요한 시장 부문.
3) (참고사항) 전문성을 요구하는 ICT 하드웨어 제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제품 판매 후 우수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 또한, 대리점이 유통업체로서도 활동할 때,
홍보 및 광고활동을 더욱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

- 소프트웨어 분야는 요르단 전체 ICT 수입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있는 수입 시장
이며 또 요르단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은 요르단 자체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공급하는 수입과 국내 공급이 공존하는 시장
- 소프트웨어 시장은 현지 맞춤형 소프트웨어 공급 또는 기성 소프트웨어 공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기 떄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의 유통 채널은 두 종류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음.
- 첫 번쨰 방식은 기성 소프트웨어 공급 방식으로 주로 아래와 같이 대리점을 통해서 유
통하는 방식임.

소프트웨어 유통 및 수출 구조

1) (현황) 이 유통 구조에서, 요르단 IT 회사는 전적으로 외국의 IT 개발 회사에 의해 개발된 특정 소프트웨어
의 에이전트 수행
2) (역할) 요르단 현지 시장에는 kaspersky, cisco, oracle, adobe 같은 기성 IT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대리점
및 도매상으로 전문화된 요르단 IT 기업이 있으며 이들 에이전트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분야에서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 외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버전의 배포자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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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합작 투자 형태의 법인 설립 방식으로 현지 요르단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협력
해 공동벤처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현지 시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방식으로 요르단 시장을 진출하는 방식 임.
- 해당 방식은 현지 요구, 문화, 사고방식에 더 잘 맞는 소프트웨어를 맞춤화하여 한국
소프트웨어에 현지에 맞는 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적합한 아랍화(소프트웨어의
언어를 아랍어로 전환하는 과정)를 달성할 수 있음.
- 아랍화의 경우, IP를 소유하지 않고, 국외 제품을 간단 번역 형식의 아랍화만 진행(오디
오, 글자 등)하여 요르단을 통해 중동 전체에 진출하는 경우도 다수
○ 필수 인증 취득 정보
- 현재 요르단 ICT 부문 육성 정책으로 인해 관련 산업에 투입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에는 통상적으로는 특별한 인증이 필요하지 않음. 세관을 통해 관세 및 판매세를 납
부하면 대부분 통관 처리 가능. 단, 예외적으로 요르단 표준 계량원에서 세부적인 서류
를 요청하는 경우는 존재
○ 금융 조달 방안
- 요르단 내에는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통하여 스타트업,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형태
의 국내외 금융 조달 방안이 존재. 이러한 유형은 대개 정부 보조금 또는 프로젝트 파
이낸싱의 형태로 제공되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음.

연번

금융 형태

1

Jordan Export Development & Commercial Centers Corporation (JEDCO)

2

The King Abdullah II Fund for Development (KAFD)

3

National Fund for Enterprise Support (NAFES)

4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5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 그밖에도 요르단 은행들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르단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산업부문에 제공한 신용은 2019년 34억 달러에 달함.
1) (조달현황) 정책자금은 보통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투입되어 제조사들은 대부분 현
지 요르단 민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하고 있음
* 요르단 중앙은행에 따르면 ‘18년 은행 부문에서 산업 부문에 제공한 신용은 약 43억 달러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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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달범위) 요르단 민간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본이나 주요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주요 부문은 원료, 예비부품, 기계 및 장비, 제조
단위의 건설 또는 확장, 생산라인 개발, 공장 증설 또는 산업용 부동산 구입 등에
자금을 조달
3) (대출과정) 민간 은행 및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제출해
야 함
a) 산업통상부로부터 발급한 회사 등록증명서(회사를 대표하여 서명할 수 있는 사람 반드시 증명서에
표시 필요)
b) 상공회의소 또는 시에서 발급한 직업허가증(Professional Licence)
c) 법인 통장의 지난 3년간 은행 명세서
d) 요르단 중앙은행에서 인정하는 담보 제출(현금, 모기지, 개인 및 기업 보증 등)
e) 은행은 해당 서류들을 검토하여 최종 대출 결정

4) (신용보증기관) 요르단에는 대출을 위해 신용을 보증해주는 기관이 대표적으로 아
래와 같이 두 군데 존재

기관명
대표

the Jordan Loan Guarantee Corp. (JLGC)
Dr. Mohammed Al Ja'fari
Director General

대표전화

+962 6 5625400

팩스

+962 6 5625408

주소

P.O.Box 830703, Amman 11183 Jordan
Address: 24 Prince Shaker Bin Zaid Street, Shmeisani

이메일

mail@jlgc.com

웹사이트

www.jlgc.com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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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대출보증공사(JLGC)는 1994년 5월 17일 납입자본금 700만 달러를 들여 상장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3년 9월까지 산업개발은행(the Industrial Development Bank)에 의해 관리됨. 회
사의 목적은 민간부문이 소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요르단의 생산적인 경제
분야에서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임. 대출보증공사(JLGC)는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은행과 수출업체에 더 많은 위험 측정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제공. 대출 및 수출입 보증 등으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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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Jordan Trade Facilities Company

대표

Mr Iyad Mohammed Fahmi Jarrar

대표전화

+962 6 5671720

팩스

+962 6 5672255

주소

Shmesani, Abdelhameed Sharaf St. building

이메일

info@jtf.com.jo

웹사이트

www.jtf.com.jo

소개

No. 52

JTF는 요르단 전역의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에 펀드 분야를 전문으로 하며 개인대출, 개인 차량
자금 조달, 공공 차량 자금 조달, 트럭 및 트레일러 자금 조달, 주택금융, 부동산 금융, 리스
금융, 신용카드, 상업 사업, 기계금융 등을 다루고 있음.

■ 해외 직접투자
1)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

○ 투자법
- 요르단의 투자 촉진 및 재산 소유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국내외 주체가 사업을 설
립·소유하고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외국기업은 지역사무소와 지사를 개설할 수 있고, 지부는 모든 사업활동을 할 수 있으
며, 요르단 자유외환법은 외국인에게 투자사업 청산에 따른 모든 수익, 이익, 수익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ICT 분야의 외국인 투자자의 최소 자본금 요건 없으며 IT분야의 경제활동은 외국인에
의해 100% 소유 가능
-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는 요르단 투자위원회의 투자창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과정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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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 등록 및 설립
1) 요르단 투자청의 투자 창구(the investment window)에서 사업체 등록(단독투자 회사(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쉽 및 유한 파트너쉽 회사(Partnership or Limited Partnership Company),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사모 주식회사(Private Shareholding Company), 상장 주식회사
(Public Shareholding Company), 해외 지사(Foreign Company’s Operating Branch), 연락 사무소
(Foreign Company’s Non-Operating Branch), Offshore company(해외법인) 등 사업 형태 선택이 가능
2) 소득세무과 등록(the Income and Sales tax department) : 세금 번호 등록
3) 사회보장과 등록(Social Security Corporation) : 요르단 노동자들은 사회보장제도에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자신들의 회사를 사회보장과에 등록
4) 상호명 등록 : 회사 설립을 위해선 상호명 등록 필수
나. 지대 설정 및 규제 승인(Zoning & Regulatory Approvals) : 경제 활동이 시행 될 현장에 대한 규제 승인을
얻는 것이며 각 현장 마다 승인의 주체가 다름
1) 재산권 등록 : 토지조사부(the Department of Lands & Survey)가 승인하는 재산 매입 및 매도 양식
작성 및 등록 필요
다. 부문별 승인(Sectoral Approvals) : 제조업, ICT 분야, 보건 분야, 관광 분야,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부문
승인이 필요. 규제에 따른 경제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부처에서 승인
라. 건설허가 :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 및 도면을 관계당국의 확인을 거쳐 건축허가서를 발급
마. 점유허가 : 건물 도면 등 건물 적합성을 확인 후 입주 허가 발급
바. 직업 면허 : 요르단 내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라이센스 취득
사. 기타 필요 허가
1) 거주 허가 및 카드 : 요르단 투자청을 통해 내무부(the Ministry of Interior)가 승인하는 거주 카드 발급
2) 노동 허가증 : 요르단에서 종사하는 비 요르단은인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Visa & Residence
Directorate이라는 기관에서 발급 진행

○ 금융 조달 방안
- 위에서 기술·제품 수출에서 명시한 금융 조달 방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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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수합병

○ (현황) 요르단 회사법에 열거된 회사의 합병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인 방식은
아래와 같음
- 합병되는 회사는 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청산되며 법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잃고 모
든 권리와 의무는 아래 절차에 따라 합병하는 회사에 이전되는 방식
1) 합병되는 회사는 합병하는 회사와의 제휴를 명기한 결정문 발행
2) 합병 결정문, 최근 2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자산 및 부채 실제 가치 또는 시장
가치로 예비 평가한 내역 등을 요르단 산업통상부 기업 관리자에게 제출
3) 요르단 회사법(Company law)에 명시된 자산 추정 방법에 따라 합병되는 회사의
순자산 및 부채 산정
3) 산정된 가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병되는 회사의 자본 증자 결정서 발행
4) 합병 회사의 파트너와 주주는 합병 회사 자본의 증가분을 자신의 이익이나 주식에
비례하여 분담
5) 요르단 회사법에 따라서 산업통상부에 등록, 승인 완료. 또한, 산업통상부 기업 관
리자는 합병합의서 요약본, 합병하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재평가 결과를 관보 및
지역 일간지에 각각 2회 공표 최종 실시
○ (규정) 합병은 아래와 같은 요르단 회사법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 필요
1) 구매회사는 임시 총회를 통한 다른 회사 소유권(주식 등) 구매 결정
2) 판매 회사는 임시 총회를 통한 소유권(주식 등) 매각 결정
3) 구매사에 매각하기로 한 회사의 소유권은 요르단 회사법 및 증권법의 규정에 따라 등
록 및 인증 완료 필요
4) 구매 회사는 판매 회사에 합의된 주식의 가치를 지불해야하며 판매사가 총회를 통해
자사주 매각 결정을 내린 날 판매사 주주들에게 분배하기 위한 특별 계좌에 입금 필요
5) 새로운 주주들이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회사는 요르단 회사법 법률의 규정에 따라 총
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이사회 선출 및 회사의 필요 사항 개정 실시
■ 전략적 제휴
1) 기술 라이선스

○ 현황
- 지식·기술·자원의 양도에 기초한 전략적 제휴의 비즈니스 모델은 요르단 시장에서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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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새로운 방식으로 여겨짐.
- 요르단 정부는 역사적으로 천연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ICT 기술개발과 교육에 집중하였
으며 외국 기업들이 요르단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제휴를 맺을 수 있는 매력적
인 목적지로서 자국을 제시
○ 방법
- 기술 이전 관행은 대개 요르단 파트너의 해당 기술 사용 허가 노하우와 외국 기술 출처
와의 상호 계약을 기반으로 수행
- 요르단내에서 기술 이전 관행은 한파트너에게만 독점적으로 수행 하는 독점 계약 방식
이 일반적
- 일반적으로 해외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술, 기타 지적재산권을 이전하고 요르단 기업은
해당 제품의 현지 진출 또는 요르단을 통한 MENA지역 진출을 추진

다. 현지 지원기관 및 수요기업에게 듣는 진출 노하우
IT 인프라 솔루션 바이어에게 듣는 요르단 진출 노하우
업체명

Optimiza Solutions

인터뷰 응답자

Mr. Omar Halaseh (대표)

취급품목

IT 인프라 솔루션, 클라우드 솔루션 등

유형

합작법인

진출 노하우

∙ 요르단 진출을 위해서는 주요 현지 파트너사들 발굴이 필수임
∙ 현지 파트너사들 발굴을 위해, 인터넷으로 가격 리스트와 카탈로그를 보내는 고전적인 방법보
다는 요르단을 직접 방문 및 잠재 파트너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기술의 장점 설명하는 등의
영업 활동 필요
∙ 또한, 현지 진출 판단을 위해서는 통합 솔루션 제공시의 정확한 견적가 정보 제공 필요. 구매
력이 약한 시장이기 때문에, 현지 시장에 맞는 가격인지 시장성 검토 필요.
∙ 현재, 아래와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요르단 시장 진 출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
1) 금융 및 은행 시스템
2) 스마트 보건 시스템
3) 보안 및 안전(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
4) 관리 시스템(인벤토리, 조달 등)
5) 인력 관리 시스템

ICT 진흥 민간 협회에게 듣는 요르단 진출 노하우
업체명

요르단 정보통신협회(Int@j)

인터뷰 응답자

Ms. Zein Asfour (Manager)

취급품목

ICT 전반

유형

민간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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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노하우

∙ 과거 요르단을 활용하여 성공했던 국제적인 IT 기업들은 요르단내 기술자들을 활용, 중동 진
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실시하였고 중동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요르단 활용
∙ 요르단은 이집트 대비, 인건비는 비싼편이나 개발자들은 뛰어난 편으로 개발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소프트웨어 개발 이외에도, 국제 기업들의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객서비스 센터 운영(콜
센터 등) 등을 진행하는 기업이 꽤 존재
∙ 현재 코로나19확산세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관련 프로젝트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핀테크,
이러닝, 전자 정부 프로젝트 진출이 유망. 요르단 산업 수준으로 봤을 때 스마트 헬스, 스마트
팜 등은 아직 미진한 상황

라.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CRYSTEL사의 요르단 진출 성공 사례
회사명

CRYSTEL

법인형태

합작법인

위치

요르단

분야

핀테크 분야

성공요인

∙ 요르단 정부 발주의 주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참여가 주 성공 요인으로 2가지 유형의 프로젝
트 참여 실시
∙ G2G급 : 요르단 정부는 특정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서비스나 플랫폼을 디지털화하는데,
해당 G2G급 정부 발주의 프로젝트 참여
∙ B2G급 : 자체 디지털화 솔루션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요르단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

기타제언

∙ 현재 요르단 ICT 업계에서 E-payment, POS, QR코드 등 핀테크 솔루션이 매우 유망한 편. 이
분야의 요르단 기업들은 한국의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솔루션 개발업체들과 거래하는 데 관심
을 표명해 왔으며, 이러한 관심은 스마트폰 등 한국 IT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호감에서 비롯.
이외에도 요르단 기업과 함께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가지고 있음.

Realsoft사의 요르단 진출 실패 사례
회사명

Realsoft

법인형태

단독법인

위치

요르단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정부

실패요인

∙ Realsoft사는 타국가 기업의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활용, 요르단 정부 발주의 주요 프로젝트를
진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몇 년전 관세청 발주의 전자 정부 프로젝트인 GPS 시스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기술과 협업
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최종 선정에는 실패
∙ 요르단은 정부 재정의 한계로 인해 보다 저렴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적정 기술에
관심이 많은편으로 가격 경쟁력 요인이 주된 실패 이유

기타제언

∙ 현재 요르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 경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2~3년
간 보건부, 관광부, 재무부 등 각종 부처에서 전자 정부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있으며 Realsoft
사도 참여하고 있음. 이런 추세와 더불어, 한국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요르단 파트너사
와 주요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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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자료

가. 현지 파트너십 희망 기업/단체 리스트
산업 분야

산업 전체(정부기관)

관련 품목

ICT 전반

업체명

요르단 디지털경제 창업부

설립년도

2019(기존 정보통신부 개편)

매출규모

N/A

고용인원

500

홈페이지
주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한국과의
희망
협력 형태

https://modee.gov.jo/
P.O. Box 9903 Amman 11191 Jordan
+962 06 5805621
Eyad.Musharbash@modee.gov.jo
요르단 정부는 현재 디지털경제 전환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선진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
필요. 신규 전자정부 프로젝트 약 80개를 발표할 예정

비고

산업 분야

산업 전체(협회)

관련 품목

ICT 전반

업체명

요르단 정보통신 협회(INT@J)

설립년도

2000

매출규모

N/A

고용인원

20

홈페이지
주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한국과의
희망
협력 형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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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taj.net
Amman, Swaifieh, 20 Salah Al Shaimat St, Park Plaza, Office 724
+962(6) 581-2013
info@intaj.net
zain.asfour@intaj.net
nidal.bitar@intaj.net
Fadi.Qutaishat@globitel.com
lina.kilani@intaj.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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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

스마트러닝

관련 품목

스마트러닝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체명

Target Scientific Est For Technical
Equipment Co

설립년도

2004

매출규모

N/A

고용인원

25

홈페이지
주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한국과의
희망
협력 형태

www.target.com.jo
P.O. Box 3286 Amman 11953 Jordan
+962 (6) 5534275
s.ismail@target.com.jo
1) AI통합 교육 솔루션 도입
2) 스마트 양방향 화이트 보드 수입
3) 한국 스마트러닝 기업의 대리점으로서의 역할

비고

산업 분야

전자결제 및 핀테크 분야

관련 품목

클라우드 POS 플랫폼

업체명

POS Rocket

설립년도

2016

매출규모

N/A

고용인원

50

홈페이지
주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한국과의
희망
협력 형태

www.posrocket.com
Tilaa Al Ali, Khalda & Um Al Summaq , Mecca Al Mukarramah St , Al Hijaz Towers
Complex, Complex No. 158 Country, Amman, Jordan
+962 (6) 2005588
z.husban@posrocket.com
1)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 결제 및 바우처 등과 같은 O2O(Online-to-offline)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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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금 조달 가능 기관 리스트
산업 분야

스트트업 지원

유형

국부펀드

기관명

OASIS 500

설립년도

2011

자금운용규모

스타트업 지원 기업 당 최소 3만불에서
10만불까지 설립 초기 자금 지원

고용인원

-

홈페이지
주소

www.oasis500.com
P.O.Box 131 Postal Code 11185

대표 전화번호

+ 962 6 580 5460

대표 이메일

info@oasis500.com

자금 지원
영역

∙ 2011년 압둘라 2세 국왕의 주도로 설립된 오아시스500은 요르단내의 선도적인 종자투자기업
이자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
∙ 동 기관은 기업설립의 초기 재정지원부터 일정 수준의 기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경영, 기술적
인 컨설팅을 진행

비 고

산업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유형

정부·유관기관

기관명

The Innovative Startups and
SMEs Fund (ISSF)

설립년도

2018

자금운용규모

약 9천만불

고용인원

-

홈페이지
주 소

www.issfjo.com
ubayhah Next to the Department of Statistics
Behind the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building of the National Center for HR

대표 전화번호

+962 6 4636332

대표 이메일

info@issfjo.com

자금 지원
영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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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F는 요르단 경제정책협의회의 첫 권고에 따라 설립됐으며, 혁신창업과 초기 중소기업에 투
자하는 민간 관리형 펀드
∙ 세계은행은 해당 기금에 5,0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그 기금에는 4800만 달러가 추가되어
ISSF의 총 운용 자본이 9800만 달러 형성
∙ ISSF의 목표는 혁신적인 중소기업(SME)을 위한 민간 초기 지분 금융을 늘려 기업가정신을 고
취하고 요르단 내 일자리 창출

PART 3. 요르단(암만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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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이스라엘
(텔아비브무역관)

1. 이스라엘 스마트테크 육성 정책 개요
2. ICT 및 응용 산업 진출·협력 유망 분야
3. 이스라엘 스마트 테크 진출 전략
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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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스라엘 스마트테크 육성 정책 개요

가. ICT 및 응용 산업 현황
■ 국가 산업 구조 및 특징

○ 산업 규모
- 이스라엘 GDP 중 ICT 산업 비중은 7.1%~7.8% 수준
- ICT 규모(GVA: 총부가가치)는 2017년 기준 205억 달러(전년도 대비 5.45% 증가)

이스라엘 ICT 시장 규모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GDP 중 ICT산업 비중

7.4

7.8

7.2

7.1

7.2

규모 (GVA; 총부가가치)

18,345

21,508

18,886

19,483

20,545

증감률

-5.78

17.24

-12.1

3.16

5.45

주: 무역관에서 입수 가능 가장 최신 통계는 2018년에 발표된 자료로, 2017년 기준 시장규모
자료원 : 이스라엘 통계청

○ 이스라엘 혁신청(Israel Innovation Authority)은 2018년부터, 일부 정부부처와 협력해
스마트테크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ICT 산업별 기술개발 장려를 목적으로 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함
- 혁신청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스마트테크 육성 프로그램으로 총 75개의 업체가
지원금(1억NIS)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며, 13개의 정부부처가 자금 조달에 동참
* ICT 산업별 시장성은 확인이 어려워 혁신청 보고서에 발표된 위 내용으로 대체

이스라엘 ICT 산업별 발전 전략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주요 국가 전략

연관 기술

관련 부처

스마트 시티
(ITS 제외)

스마트 시티 구축 목적으로 예산 지원(2018-2019년 스마
트시티 구축에 3억5천만NIS 예산 투자)

Bigdata, 사이버보안,
WIFI 인프라

혁신청,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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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국가 전략

연관 기술

관련 부처

스마트 러닝

없음

없음

없음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개발 장려 목적으로, 헬스케어 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업의 R&D 지출 20-50% 지원(이스라엘 건강 시스템 개
인공지능
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은 예외적으로 75% 지원)

스마트 정부
(보안,관광포함)

전자정부 구축 목적으로 2억 7천만NIS 예산 투자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개발 장려 목적으로 교통 기술 기
업 대상의 R&D 지출 20-50% 지원(이스라엘 교통 시스
템 개선에 영향력 있는 기업은 예외적으로 75% 지원)

자율주행 솔루션,
공유교통 솔루션,

혁신청,
교통부

스마트농업

이스라엘의 농기술 개발 장려 목적으로 농기술 기업 대
상으로 R&D 지출의 20-50% 지원

농기술(농기계,
정밀농업)

혁신청,
농림부

혁신청,
보건부

혁신청,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정부기관,
사물인터넷
재무부

자료원 : 이스라엘 혁신청(Israel Innovation Authority)

○ ICT 시장 전망
- 이스라엘의 ICT 시장은 지속적인 R&D 투자와 혁신기술 개발로 해외 수출과 해외 투자
유치를 견인하고 있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 이스라엘 ICT 산업은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분야가 70% 이상을 차지하며 IT서비스
부문에는 프로그래밍,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안 강세를 보임, 소프트웨어 부문에는
데이터분석 솔루션, 가상화, 인터넷 앱 등 성장세
■ 산업 인프라 현황

○ 하드웨어 인프라
- 모바일 서비스 이용률 : WEF에 따르면, 1명이 1.06개 회선을 이용하며,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 이용률 세계 25위 수준
- 광통신 전용선 설치 비율 : WEF에 따르면, 유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100명
당 0.1명에 달해 세계 93위 수준
- 공공분야에 대한 전자서비스 제공 : WEF에 따르면, 세계 42위 수준의 전자정부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5G기술 상용화 : 이스라엘 정부는 2020년 2월 5G망 구축을 위한 주파수 경매시행,
2020년 하반기에 5G망 구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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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 인프라(R&D 환경, 인적요소 포함)
- 높은 R&D 지출: WEF에 따르면, R&D 지출은 GDP의 43%를 차지하며 세계 1위 수준
- 인력의 기술수준: WEF에 따르면, 노동 인력의 높은 디지털 기술 수준, 세계 6위 수준
○ 사업 및 투자 환경(규제, 지적 재산권 포함)
- 높은 벤처 캐피탈 가용성: WEF에 따르면, 세계 2위 수준
- 지적 재산권: WEF에 따르면 인구대비 높은 특허출원으로 세계 10위 수준
- 비즈니스 환경: WIPO에 따르면, 사업을 시작하기 용이한 환경으로 세계 27위 수준

이스라엘의 CISCO 디지털 준비성 지수
지표명
(Index Component)

참고지표
(Metrics)

점수
(Score)

랭킹
(Rank)

Basic Needs
/ 0–4 (best)

∙ Life Expectancy UN, 2017
∙ Mortality Rate (Under Age 5) UNIGME, 2017
∙ Population Using Safe Drinking Water Services
World Health Organization & UNICEF, 2015
∙ Access to Electricity World Bank, 2016

3.94

9

Business &
Government
Investment
/ 0–3 (best)

∙ Foreign Direct Investment IMF, 2017
∙ Research & Development Expenditure UNESCO,
2017
∙ Investment Freedom Heritage Foundation, 2019

2.24

8

Ease of Doing
Business
/ 0–4 (best)

∙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World Bank, 2019
∙ Rule of Law World Justice Project, 2019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Infrastructure
Rating World Bank, 2018
∙ Time to Get Electricity World Bank, 2018

2.84

35

Human Capital
/ 0–4 (best)

∙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ILO, 2018
∙ Adult Literacy Rate UNESCO, 2017
∙ Education Index (Years of School) UN
Development Program, 2017
∙ Harmonized Test Score World Bank, 2018

3.13

25

Start-Up
Environment
/ 0–3 (best)

∙ New Business Density World Bank, 2016
∙ Patents Granted & Trademarks Registered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17
∙ Venture Capital Investment & Availability Center
for American Entrepreneurship, 2017

1.27

7

Technology
Adoption
/ 0–3 (best)

∙ Mobile Device Penetration ITU, 2017
∙ Internet Usage ITU, 2017
∙ Cloud Services (Spend, IT Forecast Data) Gartner,
2018

1.32

41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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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Index Component)

Technology
Infrastructure
/ 0–4 (best)

참고지표
(Metrics)

∙ Mobile Broadband Subscriptions ITU, 2017
∙ Fixed Broadband Subscriptions ITU, 2014
∙ Secure Internet Servers Netcraft, 2018
∙ Household Internet Access ITU, 2017

점수
(Score)

랭킹
(Rank)

1.93

31

합계

비고

21

자료원 : CISCO Digital Readiness Index 2019, 총 141개국 중 순위

이스라엘의 WEF 국제 경쟁력 지수 중 ICT 산업 관련 지표
대분류
(Classification)

세부 지표명
(Index Component)

값
점수
랭킹
(Value) (Score) (Rank)

비고

Public-sector
performance

1.12 E-Participation / 0–1(best)

0.83

83.1

42

Property rights

1.14 Property rights / 1–7(best)

5.4

74.0

27

Property rights

1.15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1–7(best)

5.6

76.0

17

Future orientation of
government

1.21 Government's responsiveness to
change / 1–7(best)

4.3

54.6

35

경영 및
투자 환경

Future orientation of
government

1.22 Legal framework's adaptability to
digital business models / 1–7(best)

4.9

65.3

12

경영 및
투자 환경

Future orientation of
government

1.23 Government long-term vision
/ 1–7(best)

4.3

54.2

53

경영 및
투자 환경

ICT adoption

3.01 Mobile-cellular telephone
subscriptionsper / 100 pop.

127.7

100

48

ICT adoption

3.02 Mobile-broadband subscriptionsper
/ 100 pop.

106.1

n/a

25

ICT adoption

3.03 Fixed-broadband Internet
subscriptionsper / 100 pop.

28.8

57.5

31

ICT adoption

3.04 Fibre internet subscriptionsper
/ 100 pop.

0.1

n/a

93

ICT adoption

3.05 Internet users / % of adult
population

81.6

81.6

36

Skills of current
workforce

6.05 Digital skills among active
population / 1–7(best)

5.5

75.0

6

Financial system

9.02 Financing of SMEs / 1-7(best)

4.7

61.6

21

Financial system

9.03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 1–7(best)

5.2

6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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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및
인적자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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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Classification)

세부 지표명
(Index Component)

값
점수
랭킹
(Value) (Score) (Rank)

Entrepreneurial
culture

11.07 Growth of innovative companies
/ 1–7(best)

71.6

71.6

28

Entrepreneurial
culture

11.08 Companies embracing disruptive
ideas / 1–7(best)

4.6

76.6

26

Interaction and
diversity

12.01 Diversity of workforce / 1–7(best)

5.1

68.5

25

Interaction and
diversity

12.02 State of cluster development
/ 1–7(best)

4.4

56.8

32

Interaction and
diversity

12.03 International co-inventions per
million / pop.

22.41

96.8

10

Research and
development

12.06 Patent applications per million
/ pop.

202.46

97.7

10

R&D 및
인적자원 환경

Research and
development

12.07 R&D expenditures / % GDP

4.3

100

1

R&D 및
인적자원 환경

종합

비고

20

자료원 : WEF Global Competitive Report 2019, 총 141개국 중 순위

이스라엘의 WIPO 국제 혁신 지수 중 ICT 산업 관련 지표
대분류
(Classification)

점수
(Score)

랭킹
(Rank)

1.3.2 Ease of starting a business

72.7

27

2.1.4 PISA scales in reading, maths, &
science

471.7

38

2.2.2 Graduates in science & engineering, %

n/a

n/a

2.3.2 Gross expenditure on R&D, % GDP

4.6

1

ICTs

3.1.1 ICT access

80.3

27

ICTs

3.1.2 ICT use

76.2

24

ICTs

3.1.3 Government’s online service

82.6

39

ICTs

3.1.4 E-participation

83.2

43

7,791.4

24

Business environment
Education
Tertiary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세부 지표명
(Index Component)

General infrastructure

3.2.1 Electricity output, kWh/mn pop

General infrastructure

3.2.2 Logistics performance

58.2

36

Trade, competition &
market scale

4.3.2 Intensity of local competition

75.4

24

Trade, competition &
market scale

4.3.3 Domestic market scale, bn PPP$

336.1

5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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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Classification)

세부 지표명
(Index Component)

점수
(Score)

랭킹
(Rank)

Knowledge workers

5.1

63.4

19

Innovation Linkages

5.2

82.5

1

Knowledge absorption

5.3

53.7

15

Knowledge creation

6.1

56.7

10

Knowledge impact

6.2

48.0

21

Knowledge diffusion

6.3

65.9

4

Intangible assets

7.1

49.1

39

Creative goods & services

7.2

28.4

34

Online creativity

7.3

58.8

5

종합

비고

10

자료원 :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2019, 총 129개국 중 순위

나. ICT 및 응용 산업 육성 정책 및 우대분야
■ 이스라엘 ICT 산업 육성정책

○ 목표
-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국제펀드 조성, 국가 간 공동 연구개발 협정
체결, 해외기업과의 협력 및 교류 촉진하며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 육성
○ 내용
- 혁신청은 하이테크 산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보조금 지원하는
트누파 (Thnufa) 프로그램 운영,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 상용화를 위한 기술 인큐
베이터 및 창업 지원 Technological Incubator Program 프로그램 운영
- 정부 지원목적은 연구개발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부담하며 성과 창줄시 나눠 갖는
구조, 지원한 프로젝트가 상용화될 경우 개발자는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을 로열티 형식
으로 반환하며, 회수된 자금은 산업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보조금으로 재사용됨
○ 우대 분야
- 이스라엘 혁신청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ICT 분야 육성정책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으
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기업의 상당수가 ICT 기업인 관계로, ICT 육성 프로그램으로
이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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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지원 대상 기업의 60%가 ICT 관련기업에 해당, 트누파 프로
그램 지원 대상 기업의 50% ICT 기업

다. ICT 및 응용 산업 촉진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
■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 이스라엘 혁신청(Israel Innovation Authority)
- 설립연도: 1969년
- 기관개요: 이스라엘 경제부 산하기관으로, 이스라엘 산업 및 경제의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해 기술기업 지원업무 수행
- 인력규모: 상근(정규직) 130명, 비상근(프리랜서) 180명
- 지원프로그램: R&D 자금운용 및 지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산학 공동연구개발 프로
그램 등 3개의 주요 체계 관리운영. 혁신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큐베이터는 24개로,
주로 기술 분야에 해당, 동 기술인큐베이터 시스템은 기업별 2년간 운영되는 R&D 지원
사업(기술개발 성공 시 정부 측으로 수입의 3-5%를 로열티로 지급)
■ 정책 금융 지원 현황

○ 이스라엘 중소기업청(Israe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uthority)
- 설립연도: 1993년
- 기관개요: 이스라엘의 중소기업을 대표하며,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과 비즈니스 환경 조
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프로그램: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이 가능하도록 국가보증 담보
지원. 이스라엘 전역에 Maof 지점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시 필
요한 정보 및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
* 2018년 기준 이스라엘 전역에 44개의 Maof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3,890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4166개사의 국가보증 담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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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및 응용 산업 진출 · 협력 유망 분야

가. 농업 분야/품목
(1) 농업 장비기술
○ 기술 도입 주요 트렌드
- 이스라엘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준 건조 및 건조한 사막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 면
적의 20%만 경작이 가능하며 감수량이 불규칙해 물자원이 부족(우리나라의 40분에 1)
하고 공급이 불안정한 농업환경 보유
- 이러한 농산업 문제점들의 대응방안으로 이스라엘은 농 기술개발에 집중하며 꾸준히
투자하고 있음(이스라엘은 GDP 대비 R&D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음)
- 이스라엘에는 약 460여개의 농업기술 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되며, 그 중 400개
업체는 해외 수출업체에 해당
- 분야별로 보면, 정밀농업기술 13.0%, 종자개발 12.6%, 농작물보호 10%, 관개시스템
9.5% 순
○ 기술·제품 수입/도입 현황
- 2019년 기준 이스라엘의 농기계(Hs code: 8432, 8433, 8434, 8436,8701 합산)수입 규
모는 1억 4천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0.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기술 수입통계는 HS code로 구분되지 않아 확인불가로 농 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농기계 수입 통계 기준으
로 작성

이스라엘 농기계 수입 상위 품목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수입금액
2017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주요 수입 대상 국가
(‘19년 기준, 상위 5개국)

농업용,
임업용 기계

8.2

9.5

8.4

-11.8

이탈리아(35%), 네덜란드(14%), 미국(11%),
독일(9%), 프랑스(8%), 한국(19위, 0.1%)

수확기, 탈곡기,
제초기

43.6

46.7

39.6

-15.2

미국(37%), 이탈리아(17%), 중국(11%),
독일(9%), 스페인(5%)
한국(42위, 0.00%)

HS code

품 목

8432

8433

❘ 196 ❘

PART 4. 이스라엘(텔아비브무역관)

수입금액
2017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기타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

7.4

8.5

3.9

-54.2

이탈리아(23%), 중국(13%), 인도(13%),
덴마크(13%), 미국(11%)
*대 한국 수입 없음

8436

기타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

11.6

23.2

24.0

3.4

독일(34%), 네덜란드(17%), 이탈리아(15%),
미국(8%), 터키(5%), 한국(26위, 0.05%)

8701

트랙터

61.4

59.7

72.4

21.2

독일(39%), 미국(23%), 이탈리아(15%),
네덜란드(6%), 인도(3%), 한국(8위, 2%)

HS code

품 목

8434

*주요 수입 대상 국가
(‘19년 기준, 상위 5개국)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경쟁 동향
- 이스라엘의 주요 농기계 수입 대상국은 미국 및 유럽에 해당
- 농업 기계 장치 및 부품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 및 인도 수입규모가 높은 편
1.
이스라엘 사용 기술·제품 주요 브랜드 및 제품
(단위 : %)
적용분야

관련 품목
(HS code)

품목명
(브랜드)

원산지
(본사)

인기비결

수확

8433

수확기, 탈곡기,
제초기(Johsn Deere)

미국

AI 센서 기술이 접목된 수확용 로봇기능,
및 브랜드 네임

8701

트랙터(SAME Deutz
Fahr)

독일

너비가 작아 좁은 과수원 및 비닐하우스
사용 가능

8701

트랙터
(Johsn Deere)

미국

자율주행 트랙터 기술 및 브랜드 네임

8436

농업기계 장치
(Zanon, Serrat)

이탈리아,
스페인, 등

운반

기타(부속품)

가격경쟁력

자료원 : 무역관 조사

○ 우리 기술·제품 진출 현황
- 2019년 기준, 이스라엘의 대 한국 농기계 수입규모(Hs code: 8432, 8433, 8434,
8436,8701 합산)는 146만 달러로 비중이 낮은 편
- 대 한국 주요 농기계 수입 품목은 트랙터(143만 달러로 수입대상국 8워)에 해당, 그
외의 농기계 수입은 미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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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한국 기술·제품 수입 규모
(단위 : 천 달러, %)
대한수입금액

전체국가 중 대한수입비중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농업용, 임업용 기계

0

9

13

0.00

0.18

0.31

52.9

8433

수확기, 탈곡기, 제초기

0

4

0

0.00

0.01

0.00

-100

8434

기타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

0

0

0

0

0

0

0

8436

기타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

11

39

13

0.09

0.17

0.05

-66.6

8701

트랙터

1,521

545

1,434

2.48

0.91

1.98

163.1

HS code

품 목

8432

주 : 수입규모가 낮아, 천단위로 작성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도입·수입 관련 규제
- 농업기술 기계 수입 시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승인필요, 전기전자 농기계의
경우 이스라엘 표준원(SII: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 인증필요, 자동차에 장착하
는 농기계의 경우 이스라엘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승인필요
- 대부분의 품목들이 무관세 수입이나 트랙터는 FTA 협상 미발효 상태이며 한국 수입
시 7% 관세율이 부과됨.

이스라엘 기술·제품 도입·수입 규제 현황
HS code

품 목

주요 수입 규제

한국 수출 영향

8432

농업용,
임업용 기계

농림부 승인 필요, 자동차에 부착되는 임업용 기계의 경우,
교통부 승인 필요,

없음

8433

수확기, 탈곡기,
제초기

농림부 승인 필요, 전기전자 농기계의 경우 이스라엘 표준원
승인 필요, 자동차 부착되는 경우 교통부 승인 필요

없음

8434

기타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

농림부 승인 필요, 자동차에 부착되는 임업용 기계의 경우,
교통부 승인 필요,

없음

8436

기타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

농림부 승인 필요, 자동차에 부착되는 임업용 기계의 경우,
교통부 승인 필요,

없음

8701

트랙터

이스라엘 농림부 승인 필요

자료원 : 이스라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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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농업 기술
○ 기술 도입 주요 트렌드
- 척박한 이스라엘의 농업환경 대응방안으로 정밀농업 기술개발이 확대하는 추세(이스라
엘의 농 기술업체 460개사 중 13%가 정밀농업기술 업체로 가장 높음)
- 주요 정밀농업 기술로는 작물의 수확량, 토양의 함수율, 영양분, 수분응력, 병해충이나
잡초의 발생정도를 감지기술과 전산화된 지리정보시스템 지도와 데이터베이스로 위치
별 작물 생육환경 정보처리 기술에 해당
○ 수입·도입 현황
- 2019년 기준 이스라엘의 정밀농업 기술 관련 제품(Hs code 852691, 902490, 847150,
854231,8523 합산)의 수입 규모는 9억3천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0.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기술 수입통계는 HS code로 구분되지 않아 확인불가로 정밀농업기술 관련 제품의 수입 통계 기준으로 작성

이스라엘 기술/제품 수입 상위 품목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수입금액
2017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GPS

8.7

10.2

16.5

61.2

미국(52%), 덴마크(20%), 이탈리아(6%),
싱가포르(6%), 캐나다(4%), 한국(16위, 0.1%)

센서

1.4

1.4

1.6

13.9

미국(52%), 영국(18%), 독일(7%),
이탈리아(5%), 스위스(5%)

525

590

565

-4.21

체코(23%), 미국(21%), 중국(19%),
네덜란드(10%), 아일랜드(8%),
한국(27위, 0.04%)

214

190

192

0.90

대만(21%), 말레시아(14%), 미국(14%),
네덜란드(9%), 한국(5위, 7%)

213

183

158

-14.0

미국(22%), 중국(18%), 멕시코(6%),
대만(6%), 영국(5%) 한국(14위, 2.32%)

HS code

품 목

852691
902490

847150
정보처리장치
854231
8523

SSD
하드드라이브

*주요 수입 대상 국가
(‘19년 기준, 상위 5개국)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경쟁 동향
- 이스라엘의 주요 정밀농업 기술 관련 제품(센서, GPS) 수입 대상국은 미국 및 유럽(센
서의 경우 대 한국 수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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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장치 및 SSD 하드드라이브의 경우 대만, 중국 한국 등 대 아시아국 수입 비중
도 높은 편

이스라엘 사용 기술·제품 주요 브랜드 및 제품
(단위 : %)
적용분야

관련 품목
(HS code)

품목명
(브랜드)

원산지
(본사)

인기비결

위치정보, 지도

852691

GPS

미국, 덴마크

품질, 브랜드 네임

토양 수분량,
영양 등 감지

902490

센서

미국, 독일

품질, 브랜드 네임

847150
빅 데이터

미국, 중국

정보처리장치

854231
8523

대만

SSD 하드드라이브

가격경쟁력

미국, 한국

자료원 : 무역관 조사

○ 우리 기술·제품 진출 현황
- 이스라엘의 대 한국 정밀농업 기술 관련 제품(Hs code 852691, 902490, 847150,
854231,8523 합산) 수입규모는 1,879만 달러 수준이며 대 한국 수입 비중은 낮은 편에
해당
- 대 한국 주요 정밀농업 기술 관련 제품 수입은 정보처리장치의(수입규모 1,443만 달러,
수입 대상국 5위) 비중이 가장 높음.

對한국 기술·제품 수입 규모
(단위 : 천 달러, %)
HS code

품 목

852691

GPS

902490

센서

847150
854231
8523

정보처리장치
SSD 하드드라이브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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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입금액

전체국가 중 대한수입비중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3489

1025

456

10.15

2.73

0.85

-55.5

대 한국 수입 없음
430

2,161

247

0.08

0.37

0.04

-88.5

3,786

14,355

14,436

1.77

7.53

7.51

0.56

800

2,023

3,660

0.37

1.10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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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수입 관련 규제
- 정밀농업 기술 관련 장치 및 부품 수입 시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승인필요,
9V 이상의 전압공급의 경우 이스라엘 표준원(SII: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 인증
필요, 자동차용 장치 및 부품의 경우 이스라엘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승인필요
- 대부분의 품목들이 무관세 수입 품목이나, 센서(2%), SSD 하드드라이브(0~12%) 관세
율이 부과됨. FTA 협상체결국은 무관세 수입이나 한국과 이스라엘은 FTA 협상이 미발
효 상태로 대 한 수입규모에 영향을 미침

이스라엘 기술·제품 도입·수입 규제 현황
HS code

품 목

주요 수입 규제

한국 수출 영향

852691

GPS

농업용 센서의 경우 이스라엘 농림부 승인 필요, 9V 이상의
전압공급 센서의 경우 이스라엘 표준원 인증필요

무관세

902490

센서

없음

관세율 2% 적용

무관세

정보처리장치

농업용 정보처리 장치의 경우 이스라엘 농림부 승인필요,
Wifi 무선통신기능 및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도록 설계된
장비의 경우 통신부 승인 필요, 9V 이상의 전압공급 센서의
경우 이스라엘 표준원 인증필요
농업용 정보처리 장치 경우 이스라엘 농림부 승인 필요,
Wifi 무선통신기능 및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도록 설계된
장비의 경우 통신부 승인 필요

무관세

농업용 SSD 하드드라이브의 경우 이스라엘 농림부 승인 필
요, 차량용 SSD 하드드라이브의 경우 교통부 승인필요

0~12% 적용

847150

854231

8523

SSD
하드드라이브

자료원 : 이스라엘 관세청

나.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품목
(1) 자율주행 기술
○ 기술 도입 주요 트렌드
- 2017년 인텔이 이스라엘 자율주행기술 스타트업 업체인 모빌아이(Mpbileye)를 15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 확대
- 이스라엘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및 솔루션 관련 스타트업 업체가
150개 이상이며 최근 3년간 100% 이상으로 성장함. 지난 2년간 약 8억 2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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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아이는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으로, ADAS 시장에 대한 시각 정보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및 애플리케이션 기술에 있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특히 자동차 전방 카메라 시장
독점

○ 수입/도입 현황
- 2019년 기준 이스라엘의 자율주행 기술 관련 핵심 제품(Hs code 903190, 852580,
852610, 9002 합산)의 수입 규모는 4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5.33% 하락한 것으
로 집계됨
* 기술 수입통계는 HS code로 구분되지 않아 확인불가로 확인 가능한 자율기술에 핵심 제품 수입 통계 기준
으로 작성

이스라엘 기술·제품 수입 상위 품목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수입금액
2017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라이다

73.6

70.3

67.4

-4.0

스위스(23%), 미국(18%), 체코(15%),
독일(9%), 중국(8%), 한국(13위, 1%)

852580

카메라

164.8

183.8

171.7

-6.4

중국(38%), 미국(14%), 일본(11%), 대만(6%),
독일(5%), 한국(13위, 1%)

852610

레이더

8.7

10.2

16.5

61.2

미국(52%), 덴마크(20%), 이탈리아(6%),
싱가포르(6%), 캐나다(4%), 한국(16위, 0.1%)

9002

광학렌즈

81.7

107.8

97.2

-9.8

미국(22%), 일본(20%), 독일(17%),
중국(11%), 체코(8%), 한국(7위, 3%)

HS code

품 목

903190

*주요 수입 대상 국가
(‘19년 기준, 상위 5개국)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경쟁 동향
- 이스라엘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국 및 유럽국가에 해당
- 센서(라이더, 레이더) 제품의 경우 미국 및 유럽 수입 비중이 높으며, 카메라 및 광학
렌즈의 경우 중국 및 일본 수입 비중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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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사용 기술·제품 주요 브랜드 및 제품
(단위 : %)
적용분야

관련 품목
(HS code)

품목명
(브랜드)

원산지
(본사)

인기비결

빛 탐지 및 범위 측정

903190

라이다
(벨로다인)

미국

가격 경쟁력, 브랜드네임

형상정보 인지

852580

카메라
(Bosh, Hitachi)

독일, 일본

품질(인식 기능 수준)

방향 거리 속도 측정

852610

N/A
레이더

미국

품질(측정 기능 수준)

형상정보 인지

9002

N/A
광학렌즈

미국

품질(인지 기능 수준)

자료원 : 무역관 조사

○ 우리 기술·제품 진출 현황
- 2019년 기준 이스라엘의 대 한국 자율주행 기술 관련 제품(Hs code 903190, 852580,
852610, 9002 합산) 수입규모는 553만 달러 대 한국 수입 비중은 낮은 편
- 대 한국 주요 자율주행 기술 관련 수입 품목으로는 광학렌즈(307만 달러, 수입대상국
7위), 카메라(183만 달러, 수입대상국13위)

對한국 기술·제품 수입 규모
(단위 : 천 달러, %)
대한수입금액

전체국가 중 대한수입비중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라이다

1,030

1,428

601

1.40

2.03

0.89

-57.9

852580

카메라

1,641

1,711

1,834

1.0

0.93

1.07

7.19

852610

레이더

0

0

17

0

0

0.10

-

9002

광학렌즈

814

1,981

3,079

1.00

1.84

3.17

55.43

HS code

품 목

903190

주 : 수입규모가 낮아, 천단위로 작성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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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수입 관련 규제
- 전기 전자 제품의 경우 이스라엘 표준원(SII: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 인증필요,
자동차에 장착하는 품목의 경우 이스라엘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승인필요

이스라엘 기술·제품 도입·수입 규제 현황
HS code

품 목

주요 수입 규제

한국 수출 영향

903190

라이다

표준원(SII) 인증필요

무관세

852580

카메라

표준원(SII) 인증필요, 자동차에 장착되는 카메라의 경우 교통
부 승인 필요

무관세

852610

레이더

표준원(SII) 인증필요, 자동차에 장착되는 레이더의 경우 교통
부 승인 필요

무관세

9002

광학렌즈

자동차에 장착되는 광학렌즈의 경우 교통부 승인 필요

무관세

자료원 : 이스라엘 관세청

(2) 공유교통 기술
○ 기술 도입 주요 트렌드
- 이스라엘은 꾸준한 인구 및 개인차량 소유 증가에 따른 교통 체증과 주차 공간 부족으
로 공유교통 시스템에 관심 확대
- 이스라엘 재무부 및 교통부는 교통업체인 Dan 및 VIA사와 협력해 지난 2019년 4월
공유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행시행(2020년 4월까지 운행 중이었으나 코로나로
중단)
* 공유교통 서비스 Bubble 미니버스: 승객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목적지 및 픽업 장소, 시간을 예약;
공유교통 서비스는 목적지가 같고 픽업장소가 가까운 승객들을 픽업해 목적지에 내려주는 서비스

○ 수입·도입 현황
- 2019년 기준 이스라엘의 공유교통기술 관련 핵심 제품(Hs code 852691, 847150,
854231, 8523 합산)의 수입 규모는 9억 3천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4.28% 하락한 것으
로 집계됨
* 기술 수입통계는 HS code로 구분되지 않아 확인불가로, 확인 가능한 공유교통기술의 핵심 제품 수입 통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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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기술/제품 수입 상위 품목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HS code

품 목

852691

GPS

847150

수입금액
2017

2018

전년대비
2019 증가율

8.7

10.2

16.5

61.2

미국(52%), 덴마크(20%), 이탈리아(6%),
싱가포르(6%), 캐나다(4%), 한국(16위, 0.1%)

525

590

565

-4.21

체코(23%), 미국(21%), 중국(19%), 네덜란드(10%),
아일랜드(8%), 한국(27위, 0.04%)

214

190

192

0.90

대만(21%), 말레시아(14%), 미국(14%),
네덜란드(9%), 한국(5위, 7%)

213

183

158

-14.0

미국(22%), 중국(18%), 멕시코(6%), 대만(6%),
영국(5%) 한국(14위, 2.32%)

정보처리장치
854231
8523

SSD
하드드라이브

*주요 수입 대상 국가
(‘19년 기준, 상위 5개국)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경쟁 동향
- 이스라엘의 주요 공유교통 기술 관련 제품(GPS) 수입 대상국은 미국 및 유럽
- 정보처리장치 및 SSD 하드드라이브의 경우 대만, 중국 한국 등 대 아시아국 수입 비중
도 높은 편에 해당

이스라엘 사용 기술·제품 주요 브랜드 및 제품
(단위 : %)
적용분야

관련 품목
HS code

품목명
(브랜드)

원산지
(본사)

인기비결

위치정보, 지도

852691

GPS

미국, 덴마크

품질, 브랜드 네임

847150
빅 데이터

854231
8523

정보처리장치
SSD 하드드라이브

미국, 중국
대만

가격경쟁력

미국, 한국

자료원 : 무역관 조사

○ 우리 기술·제품 진출 현황
- 이스라엘의 대 한국 공유교통 기술 관련 제품의 수입 규모는 1,879만 달러 대 한국 수
입 비중은 낮은 편에 해당
- 대 한국 주요 정밀농업 기술 관련 제품 수입은 정보처리장치(수입규모 1,443만 달러,
수입 대상국 5위) 비중이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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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한국 기술·제품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HS code

품 목

852691

GPS

847150
854231
8523

대한수입금액

정보처리장치
SSD 하드드라이브

전체국가 중 대한수입비중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3489

1025

456

10.15

2.73

0.85

-55.5

430

2,161

247

0.08

0.37

0.04

-88.5

3,786

14,355

14,436

1.77

7.53

7.51

0.56

800

2,023

3,660

0.37

1.10

2.32

81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도입·수입 관련 규제
- 공유교통 기술 관련 제품이 9V 이상 전압공급의 경우 이스라엘 표준원(SII: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 인증필요, 자동차용 장치 및 부품의 경우 이스라엘 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 승인필요
- 대부분의 품목들이 무관세 수입 품목이나, 센서(2%), SSD 하드드라이브(0~12%) 관세
율이 부과됨.
- FTA 협상체결국은 무관세 수입이나 한국과 이스라엘은 FTA 협상이 미발효 상태로 대
한 수입규모에 영향을 미침

이스라엘 기술·제품 도입·수입 규제 현황
HS code

품 목

주요 수입 규제

한국 수출 영향

852691

GPS

농업용 센서의 경우 이스라엘 농림부 승인 필요, 9V 이상의 전압
공급 센서의 경우 이스라엘 표준원 인증필요

무관세

농업용 정보처리 장치의 경우 이스라엘 농림부 승인 필요, Wifi
무선통신기능 및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도록 설계된 장비의 경
우 통신부 승인 필요, 9V 이상의 전압공급 센서의 경우 이스라엘
표준원 인증필요

무관세

농업용 정보처리 장치 경우 이스라엘 농림부 승인 필요, Wifi 무
선통신기능 및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도록 설계된 장비의 경우
통신부 승인 필요

무관세

농업용 SSD 하드드라이브의 경우 이스라엘 농림부 승인 필요,
차량용 SSD 하드드라이브의 경우 교통부 승인필요

0~12% 적용

847150
정보처리장치
854231

8523

SSD
하드드라이브

자료원 : 이스라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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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지 산업 클러스터 현황
(1) 전체 클러스터 개황
이스라엘 클러스터 개황

□ 개발 개황
○ 이스라엘 경제부는 산업집적단지(Industrial Zone)를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
어, 지자체의 산업집적단지 건설을 장려함
□ 주요 관리 주체
○ 경제부 소속 산업집적단지 관리부(Industrial zones administration)는 산업집적단지 토지분할,
입찰 등을 담당함. 또한 산업단지 건설시 인프라 개발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산업단
지 건설을 장려함
- 산업집적단지 관리부는 120여개의 산업단지를 관리감독하고 있음
○ 이스라엘의 산업집적단지는 대부분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민간 기업이 설립한 산업단지도 존재하며 이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단지를
운영 및 관리함
□ 주요 클러스터 내역
순번

지역

산업지대명

설립
연도

웬사이트

주요 제조 품목

1

네게브

Noam industrial park

1970

https://park-noam.org.il/

유제품, 농산물, 플라스틱,
건축자재

2

하이파

Matam Science park

1968

http://www.matam.co.il/eng/

소프트웨어, 무인기, 비료

3

예루살렘

Har Hozvim

1970

https://www.hotzvim.org.il/

의약품, 광학기기,
소프트웨어 등

4
5

네스지요나 Weisman Science park
나사렛

Ziporit industrial Aera

1972

지자체 운영 클러스터로 지자체 홈페이지
사무공간으로 제조공장 없음
(https://www.park-hamada.co.il/)

1991

지자체 운영 클러스터로 지자체 홈페이지
(https://www.nof-hagalil.muni.il/)

유리, 화학제품

자료원 : 이스라엘 경제부 홈페이지

□ 최근 변화 동향
○ 산업집적단지 관리부는 지난 2015년 산업집적단지의 중요성을 고려해 꾸준히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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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주요 클러스터 현황
■ Har Hozvim (하르 하호쯔빔) 클러스터
1) 이스라엘 중부지역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으며, 클러스터의 주요 업종은 하이테크(IT), 생명
과학 분야

○ 위치
- Har Hozvim, Jerusalem

지도 및 도면

○ 총 면적
- 350,000M²수준이며, 총 29개의 건물 존재
○ 단지 구성
- 스타트업단지
○ 유치 업종
- 하이테크(IT), 생명과학(Biotech)
○ 입주 현황
- 입주기업의 수는 총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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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 여건

○ 인프라/교통 환경
- Har Hozvim은 이스라엘 중부지역이자 수도인 예루살렘(국제법적 수도는 텔아비브)에
위치하고 있음.
- 인근거리(차로 약 10-15분)에 주거단지가 있으며 산업단지는 상업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음
* 예루살렘은 텔아비브 공항에서 약 1시간 이상 거리에 위치

3) 산업 환경

○ 사무공간 제공
4) 관리 기관

○ 경제부 소속 산업단지 관리부(Industrial zones administration) 및 예루살렘 지방자제 소
속 예루살렘 개발당국(Jerusalem Development Authority)
- 1993년 클러스터 개발과 입주 기업 대상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예루살렘 개발 당
국(The Jerusalem Development Authority)과 입주 기업에 의해 하르 하호쯔빔 운영
위원회가 결성되어 산업 단지를 운영 및 관리함
5) 입주(투자) 조건

○ 세금 혜택
- 4년간 주민세(Aronona) 할인(최소 9,375$)
○ 인센티브
- 예루살렘 지방자치 소속 예루살렘 개발당국(Jerusalem Development Authority)은 예
루살렘의 하이테크 및 생명과학 산업 개발을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하이테크 기업 설립
및 공장 설립을 장려하며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①예루살렘에 3,000M²이상
의 산업단지, 또는 호텔 건설 시 인센티브 지원 ②하르 호쯔빔 및 예루살렘 산업단지에
공장 확장 또는 공장 설립 시 토지 개발금 지원 ③하르 호쯔빔 및 예루살렘 산업단지에
입주 기업 지원 ④예루살렘 인큐베이터에 입주하는 스타트업 기업 지원 ⑤생명과학 분
야 업체 및 공장 설립 시 지원 ⑥하이테크 및 바이오메드 분야 스타트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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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입주 업체
회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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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웹사이트

사업업종

Teva

www.tevapharm.com

의약품

Mobileye

www.mobileye.com

자율주행 시스템

Ophir Optronics
Solutions

www.ophiropt.com

광학기기, 광학 솔루션

Data Technologies

www.data-technologies.com

소규모 개체 계산 및
분류 솔루션

RadWare

www.radware.com/

사이버 보안 솔루션

Intel

www.intel.com

R&D, 반도체

Acron

www.acron.ru/en

광물비료

FXCM

www.fxcm.co.il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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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스라엘 스마트 테크 진출 전략

가. SWOT 분석
- 이스라엘의 ICT 시장은 꾸준한 해외투자유치와 정부의 ICT 산업 장려 목적의 R&D 활
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핵심 산업에 해당
- 한-이스라엘 FTA 협상 타결에 따라, ICT 분야에서 기술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공동연구, 기술이전, 연구 인력교류, 법제도 및 지재권 등에 대한 정보 교류 협력이 예
상되며 국내 기업의 이스라엘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
* 지난 2019년 한-이스라엘 FTA 협상이 타결되어 2020년 발효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의 연정구성 실패에
따른 지속적인 정부 미 구성 상태 및 심각해진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사태로 연기

Strengths

Opportunities

∙ ICT 해외 투자 유치 증가세
∙ 정부의 ICT 산업별 기술 개발 장려 목적의 R&D 활
동 지원

∙ 한-이스라엘 FTA 협상 체결로 기술제휴
∙ FTA 협상 체결 발효 시 ICT 관련 제품 무관세 수입

Weaknesses

Threats

∙ ICT 인프라 부족
∙ ICT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

∙ 미국 및 유럽의 이스라엘 수입시장 점유
∙ 코로나19사태로 경제시장 봉쇄 및 경제위기

나. 비즈니스 유형별 진출 전략
■ 기술·제품 수출

○ 유통 구조 및 수출 절차
- 이스라엘 수입 시장의 유통 구조는 수입품목에 따라 필수 인증취득 여부가 다름. 인증
취득이 필수인 품목의 경우 대부분이 현지 수입업체가 등록하는 방식으로 현지 유망
바이어(수입업체) 발굴이 시장 진출에 핵심
- 일반 상품시장이 아닌 기술제품의 수입시장은 대부분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되며
유통되는 구조로 이스라엘 수출 시 에이전트 활용 필요
○ 필수 인증 취득 정보
- 전기 전자 제품 수입 시 이스라엘의 표준원(SII)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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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부착되는 기계일 경우 이스라엘 교통부 승인 필요, 통신과 관
련된 기기 및 부품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통신부의 승인 필요, 농기계의 경우 이스라엘
농림부 승인 필요, 의료기기의 경우 이스라엘 보건부 등록 필요
○ 금융 조달 방안(바이어 측면)
- 담보대출 지원서비스 활용 가능
- 이스라엘 중소기업 청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이 가능하도록 국가
보증 담보 보증을 지원하고 있음(지난 2018년 기준 중소기업 청이 4,166개 업체의 국가
보증 담보를 승인한 것을 집계)
○ 유의사항
- 이스라엘 기술제품 시장은 직수입보다는 에이전트를 통한 수입을 선호하기 때문에 에
이전트 적극 활용 필요
- 에이전트 사와 거래 시 이스라엘은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바로 독점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바로 독점 거래를 하기보다는 1-2년 거래실적을 본 뒤 독점권 여부를
결정할 필요 있음
■ 해외 직접투자
1) 단독투자

○ 방법, 절차
- 이스라엘은 외국기업의 단독투자를 허용하며 투자 지분 제한이 없어 자체 경영권 100%
확보 가능
- 국방, 통신 분야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지분에 제한을 두고 있음
- 은행업의 경우 이스라엘에 지점 설립 시 이스라엘 중앙은행 허가를 취득해야함. 보험
및 금융 산업과 투기성 및 비 건전산업에 대한 투자 심사는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
져 있음
2) 합작투자

○ 이스라엘에는 합자투자의 3가지 주요 방법 존재
- Contractual JV
- Partnership(General/Limited)

❘ 212 ❘

PART 4. 이스라엘(텔아비브무역관)

- Limited-liability companies
○ 방법, 절차
- Contractual JV: 별도의 법인 설립 없이 계약에 의해 형성됨. 특정 목적,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합작투자관계를 설정하며 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임원을 지정
- 합자회사 Partnership: 이스라엘 내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합자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이스라엘 기업청에 등록 의무가 있음. 합자회사의 구성원은 20명 이상(변호사 및 감사
의 경우 제외)이 될 수 없으며 연간보고서의 제출 의무는 없으나 손익이 각 구성원의
연간 재정 보고 및 소득 신고서에 추가되어야 함(외국인 함자외사의 경우에도 이스라엘
내 사업이 허용됨). ①일반 합자회사(General partnerships): 모든 파트너가 별도의 제
한 없이 합자회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각각 파트너의 사업 활동은 다른 파트너에
대해 법적 구속력 행사 ②유한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s) 적어도 한명의 무한파
트너가 존재해야하며, 각 파트너의 책임은 각자 투자한 자금 또는 계약 시 합의한 액수
로 제한되어 있다. 유한파트너는 합자회사 경영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 Limited-liability companies: 법인등록, 이스라엘 기업 청에 법인 등록을 해야 하며, 등
록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됨(등록비는 약 700$ 소요)
3) 인수합병

○ 방법, 절차
- 인수합병은 합병회사, 주주, 및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수합병 시 합병회
사의 이사회 승인필요
- 각 이사회가 개별적으로 인수합병을 승인한 뒤 인수합병 안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서명
함. 동 문서에는 인수합병 절차에 대해 합의된 내용을 작성하며, 인수합병으로 주주가
받게 되는 회사 지분에 대한 내용 상세히 기재
- 인수합병 안은 각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인수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할 경우 이사회 소집 없이 진행
- 인수하는 회사는 의결권의 20% 이상을 할당하지 않으며, 인수합병에 따라 지배주주가
발생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거래 유형이 아닌 경우 이사회 소집 없이 진행. 과반수에
따라 인수합병 안이 통과되며 30일 후 인수합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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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제휴
1) 기술 라이선스

○ 방법, 절차
- 특허권: 특허 권리획득 이후 20년간 보호되며 일부는 지속적으로 보호되고 있음. 외국
인은 특허보호를 위해 현지주소, 성명 등을 명시해 외국인 특허신청을 별도로 하며, 현
지 변호사를 통해 신청됨. 특허는 인증 후 3년이 경과되면 갱신 필요
- 상표등록: 상표보호기간은 7년이며 이후 7년 동안 연장 가능. 상표등록 전 반드시 유사
상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제 3자에게 양도 가능. 상표등록은 주로 상품소유주,
외국인의 경우 현지 변호사를 통해 등록됨.
- 저작권: 저작권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망일로부터 최대 70년까지, 외국인의 경우 현
지 변호사를 통해 등록됨. 저작권은 주로 번역, 비디오,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 등에
해당하며, 전체 신청 건수의 80%를 차지함.
2) 현지 위탁생산

○ 방법, 절차 등
- OEM 생산은 양측이 협의한 계약에 따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협의 ①
위탁 생산 시 독점계약 체결됨, 이스라엘 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지 위탁생산
시 현지에서 생산해 배포하는 업체가 제품에 대한 시장 독점권을 요구함 ② 위탁 생산
되어 배포될 제품의 지적재산 소유권에 대한 협의 ③ 기술지원에 대한 내용 협의(제품
결함 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협의, 예: 단순 기술 결함의 경우 배포회사가 지원,
핵심 기술의 경우 제품생산회사)
3) 기타

○ 금융 조달 방안
- 이스라엘 창업지원 기관인 혁신청(Authority of Innovation)은 현지기업 대상으로 지
원하고 있음
-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양국 간 공동산업연구 및 개발 산업 지원에 협의하며 민간부문
사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2005.12.17.발효)을 체결해 한-이스라엘 산
업연구 개발기금(KORIL FUND)을 설립
- 동 재단은 양국기업의 공동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하고 있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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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용 가능
* 자금 조달 가능 기관 리스트는 한국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KORIL) 재단 참고

다. 현지 지원기관 및 수요기업에게 듣는 진출 노하우
바이어에게 듣는 이스라엘 진출 노하우
업체명

F사

인터뷰 응답자

Mr Ilan Cohen
(General Manager)

취급품목

PCB

유형

수입

진출 노하우

∙ 이스라엘 시장 동향 : 방산산업은 이스라엘의 주요 산업중 하나로 첨단무기 체계 개발 및 생산
하며 고도의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항공기나 함정 같은 대형무기 체계의 기체 개발을
지양하고 첨단 레이더 및 전자 기술을 기본으로 한 핵심 시스템 및 부품 중심의 개발에 집중.
자사는 방산용 PCB를 수입하는 에이전트로 과거 한국 E사의 PCB를 수입해 유통한 바 있음
∙ 한국기업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제언 : 이스라엘 방산 PCB 수입 시 현지 표준이 취득과 벤더
등록이 요구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다소 높다는 어려움이 존재함.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현
지에서 요구되는 인증이 있을 경우 인증 취득에 적극적이 않아 이스라엘 진출에 어려움에 마
주하는데 E사의 경우 적극적으로 인증 취득에 협조해 이스라엘 시장 진출에 성공했음. 이스라
엘의 기술제품 수입 시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스라엘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인증 취득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ICT 활성화 지원 기관사에게 듣는 이스라엘 진출 노하우
기관명

이스라엘 혁신청

인터뷰 응답자

산업 분야

ICT

유형

진출 노하우

정부·유관기관

∙ 이스라엘 ICT 시장 동향: 소프트웨어, 정보보안 바이오 분야 기술력이 최고 수준에 해당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한국 또한 IT 산업이 발달한 나라 양국의 기술교류 등 산업협력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기업의 이스라엘 진출 방안 제안: 이스라엘 혁신청은 이스라엘 스타트업 시장에 관심을
갖는 외국 스타트업 기업 또는 창업자를 유치 목적으로 혁신 비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외국 스타트업의 입주가 가능한 12개의 인큐베이터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큐베이터
입주에 따라 이스라엘 워킹 비자 발급을 지원함. 이후 이스라엘에 스타트업기업 설립 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Tnufa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함. 동 프로그램은 창업 초기 단계 특허 등록
제품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이스라엘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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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E사의 진출 성공 사례(예시)
생산제품

반도체

설립년도

2004

위치

인천, 한국

고용인원

100명

성공요인

∙ LOT, Sample용 PCB 전문회사로 이스라엘 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텔아비브 무역관 지사화 서
비스를 신청해 통신시장, 의료기기시장, 방산시장 바이어를 소개받았다. 이스라엘 방산시장의
PCB 수요가 꾸준하고 수입규모가 높을 것으로 판단해 방산시장에 진출에 초점을 맞췄음. 당
시 E사는 방산 표준인 IPC 6012 class 2,3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진출이 어려웠으나 인증취
득 절차를 지원했고, 방산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벤더 등록을 해 까다로운 이스라엘 방산사업
진출에 성공했음.

기타제언

∙ 이스라엘 방산시장은 진출하기 어렵기로 유명한 시장이나 진출에 성공한 용인은 바이어 측의
문의(표준, 벤더 등록) 및 제품 사항요구에 대한 즉각 반응으로 시장진출에 성공

X사의 이스라엘 진출 실패 사례(예시)
생산제품

통신장비

설립년도

2011

위치

대전

고용인원

15명

실패요인

∙ 해당 업체의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에이전트사가 다수 있었으나, X사는 에이전트사를 통한
현지 시장 진출을 선호하지 않았음. X사 통신장비에 큰 관심을 보인 에이전트업체가 독점계약
가능여부를 문의했고 상담 시작하자마자 독점계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더 이상의 상
담이 불가했음. 결국 현지 시장 진출에 실패

기타제언

∙ 이스라엘은 에이전트를 통한 수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에이전트를 적극 활용한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스라엘의 시장 규모가 작은 탓에 대부분의 에이전트는 독점거래를 희
망함. 처음부터 독점계약을 할 필요는 없으나, 처음부터 독점거래를 배제하며 바이어와 상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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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자료

가. 현지 파트너십 희망 기업/단체 리스트
산업 분야

스마트시티

생산 품목

침입 탐지 시스템

업체명

Magnabsp

설립년도

2001

매출규모

N.A

고용인원

11

홈페이지
주 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한국과의
희망
협력 형태
비고

http://magnabsp.com/
Rotem Industrial park, D.N Arava 86800, Israel
972-8-6552668
magnabsp@magnabsp.com
Magna사는 국토 안보 감시 솔루션 업체로 국제국경, 가스 및 석유시설 공항, 항구 등의 정
부 및 산업 시설 보안목적의 감시 시스템 개발 업체. 한국의 카메라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
하고 있음.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

산업 분야

기타(에너지)

생산 품목

소프트웨어

업체명

Synvertec

설립년도

2014

매출규모

50만 달러

고용인원

5

홈페이지
주 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한국과의
희망
협력 형태
비고

https://www.synvertec.com/
6 Galgaley Haplada, Herzliya, 46722
972-9-7407551
info@synvertec.com
Synvertec사는 텔아비브 대학에서 개발된 특허 기술을 활용해 태양광 인버터의 기술력을 향상
시키는 소프트웨어 개발해 사용화한 스타트업. 다양한 전력망에서 높은 수준의 재생가능 에너
지원 및 분산 에너지 자원을 촉진하는 시스템 개발. 한국의 인버터 생산 업체와의 협력 희망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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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금 조달 가능 기관 리스트
산업 분야

ICT

유형

정부·유관기관

기관명

한국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설립년도

2001년

자금운용규모

N/A

고용인원

N/A

홈페이지
주 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자금 지원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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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il.org/en
Israel Innovation Authority, Agudat Sport Hapoel 1, Jerusalem
972-2-6009-8250
ella.heller@innovationisrael.org.il
양국 기업의 공동 기술 개발에 투자지원
지원종류 및 대상
타당성 사업 : 신기술 개발에 있어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시작하기 전 기술의 실현 가능성 및
시장성 확인 시 타당성사업에 지원(최대 지원금 3만불/ 지원기간 최대 3개월) 타당성어
입증된 기업은 재단의 소형사업 또는 대형 사업에 지원가능.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와 기
업실사, 사업계획서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소형사업 :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에 지원(최대 20만불/지원 기간 최대 1년). 지원업체는 사업계
획서를 재출하며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와 기업실사, 사업계획서 분석 등을 고려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
대형사업 :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에 지원(지원규모에 제한이 없음/지원기간 최대 3년) 혁신적인
기술, 실현가능성이 높고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한에서 지원

PART 4. 이스라엘(텔아비브무역관)

2020 중동 주요국 스마트 테크 수요와 진출 방안

PART

5

카타르
(도하무역관)

1. 카타르 스마트테크 육성 정책 개요
2. 카타르 스마트 테크 진출·협력 유망 분야
3. 카타르 스마트 테크 진출 전략
4. 참고자료

❘ 219 ❘

PART 5. 카타르(도하무역관)

1

카타르 스마트테크 육성 정책 개요

가. ICT 및 응용 산업 현황
■ 국가 산업 구조 및 특징

○ 산업 규모 / 개요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2019년 카타르의 ICT 보
급률은 세계 8위 기록(한국 1위, UAE 2위)
- 카타르의 ICT 산업 규모는 2019년 기준 25억 달러로 카타르 국내총생산의 1% 차지

카타르 ICT 산업 GDP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규모

2,777

2,695

2,641

2,667

2,521

총 GDP 중 ICT 산업 비중

1.7

1.8

1.6

1.4

1.4

증감률

11

△3

△2

1

△5

자료원 : 카타르중앙은행(Qatar Central Bank)

카타르 ICT 산업별 발전 전략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주요 국가 전략

스마트 교통
(Transport)

스마트 물류
(Logistics)

타스무 스마트
카타르 프로그램
(TASMU Smart
Qatar Program)

연관 기술

관련 부처

스마트 파킹(Smart Parking), 실시간
교통체증 관리 시스템(Real-time Traffic
Management System), 소셜 모빌리티
시스템(Social Mobility System) 등

교통통신부(MoTC),
통상산업부(MoCI)등

글로벌 공급망 트랙킹 시스템(Global
Supply Chain Tracker), 드론 배달
서비스(Drone Delivery), 물류
마켓플레이스(National Warehousing
Marketplace), 국가 공급 및 수요 매칭
대쉬보드(National Supply and Demand
Dashboard) 등

교통통신부(MoTC),
통상산업부(MoCI)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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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국가 전략

연관 기술

관련 부처

디지털 자가진단(Digital Self-diagnosis),
화상 진료(Virtual Consultation), 이동식
클리닉(Mobile Clinic), 스마트
앰뷸런스(Smart Ambulance), VR
응급처치(VR First Aid) 등

교통통신부(MoTC),
통상산업부(MoCI),
공공보건부(MoPH),
하마드의료법인
(HMC) 등

국가 식량안보 분석 시스템(National Food
Security Analytics), 스마트 빌딩(Smart
Building), 수직농장(Vertical Farming),
농업인 마켓플레이스(Connected Farmers
Market Place) 등

교통통신부(MoTC),
통상산업부(MoCI),
자치환경부(MME) 등

스포츠 행사 관객 연결 기술(Connected
Fans), 경기장 패스트트랙(Stadium Fast
Track), 스포츠 정보 온라인 허브(National
Sports eHub)

교통통신부(MoTC),
통상산업부(MoCI),
월드컵준비위(SC),
문화스포츠부(MCS)등

스마트 정부
(E-Government)

카타르 전자정부
전략(Qatar
E-Government
Starategy, Hukoomi)

정부 서비스 정보 포털(E-government,
Portal),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클라우드 인프라(Government Cloud
Infrastructure), 디지털 증명서(Digital
Certification) 등

교통통신부(MoTC),
통상산업부(MoCI) 등

사이버 보안
(Cyber Security)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디지털포렌식(Digital Porensic), 악성코드
분석(Malware Analysis) 등

교통통신부(MoTC),
통상산업부(MoCI),
국가정보보안센터
(Q-Cert) 등

이러닝(E-Learning) 플랫폼, 화상회의
시스템, AR/VR 등

교육부(MoEHE),
통상산업부(MoCI) 등

스마트 헬스케어
(Healthcare)

스마트 환경
(Environment)

타스무 스마트
카타르 프로그램
(TASMU Smart
Qatar Program)

스마트 스포츠
(Sports)

스마트 러닝
국가교육전략(National
(Smart Learning) Education Starategy)

자료원 : 교통통신부(MoTC), KOTRA 도하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

카타르 ICT 산업별 시장성
구분

시장성

스마트 교통
(Transport)

∙ 인구 증가로 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막국가 지형으로 한정
적인 도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음.
∙ 정부는 도로 건설 및 개보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동시에 타스무(TASMU) 프로그램을
통해 IC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교통 환경 조성을 계획 중
* 국가 디지털화 프로그램 타스무(Tasmu)를 통해 스마트교통 관련 25개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 물류
(Logistics)

∙ 인구 증가, 2022 월드컵 준비 등 각종 중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 수출입 교역으로
물류 서비스 수요 꾸준히 발생
∙ 2017년 6월 발생한 인근국(사우디, UAE)와의 국교 단절로 일시적인 물품 수급 애로를
경험함에 따라 글로벌 물류 및 공급체인 관리에 대한 관심 고조
∙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온라인 쇼핑이 증가해 물류 수요 크게 증가
∙ 효과적으로 물류망을 관리하기 위해 ICT 기술이 접목된 물류 여건 조성 필요성 증대
* 타스무(Tasmu)를 통해 스마트 물류 관련 21개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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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장성

스마트
헬스케어
(Healthcare)

∙ 인구증가에 따라 의료 서비스 수요가 동반되고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 의료 서비스 수
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조성 필요
∙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으며, 의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진료
를 받거나 안정적으로 건강 관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증가 추세
* 타스무(Tasmu)를 통해 스마트교통 관련 21개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 환경
(Environment)

∙ 사막성 기후로 인해 농경환경이 낙후돼 있어 식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식량 안
보를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및 수산업 환경 조성 필요
∙ 카타르의 1인당 물 사용량은 하루 500리터로 세계 1위 수준이며,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연간 16MWh로 OECD 평균치인 7.8MWh 대비 현저히 높음. 에너지 자원 절약 및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기술 도입 필요
* 타스무(Tasmu)를 통해 스마트 환경 관련 19개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 스포츠
(Sports)

∙ 자국민 및 거주자들의 건강관리(비만 예방 등 야외 체육활동) 및 각종 스포츠 행사, 스
포츠 트레이닝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스마트 스포츠 기술 수요 존재
∙ 특히 대형 국제 행사인 카타르 월드컵 개최가 2022년 예정돼 있어 월드컵 기간 동안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스포츠 기술 적용 전망
* 타스무(Tasmu)를 통해 스마트 스포츠 관련 19개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 정부
(E-Government)

∙ 정부 서비스 단일 창구 조성을 위해 전자 정부(E-Government) 후쿠미(Hukoomi)를 도
입하고 정부 기관별 행정서비스 양식 및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지속 개선 중. 2020년 상반
기 후쿠미 웹사이트 방문객은 210만 명으로 2019년 하반기 160만명 대비 크게 증가
∙ 카타르 정부는 온라인 서비스 기반을 지속 확대·개선할 계획으로 스마트 정부 관련 기
술 수요 존재

사이버 보안
(Cyber Security)

∙ 정부는 2014년부터 사이버보안 전략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특히 2017년 사이버 테러
(해킹)로 인해 인근국과 단교사태를 경험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 및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관심 고조

스마트 러닝
(Smart Learning)

∙ 카타르국가비전2030의 일환으로 교육부 주도로 교육 분야 세부전략을 추진하며, 교육환
경 개선(시설확충 등) 및 STEM 분야 학습성취율 향상, 대학진학률 향상 등 목표로 함.
∙ 코로나19 발생으로 원격수업과 같은 비대면 교육이 뉴노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카타르 내 유치원 및 K12과정 학생 수는 약 35만 명이며, 학교는 1,100여개)

자료원 : 교통통신부(MoTC), 계획통계청(PSA), 국제에너지기구(IEA), KOTRA 도하무역관 자체 자료 등

○ ICT 시장 전망
- BMI에 따르면 카타르의 IT 산업 규모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의 전반
적인 성장세에 따라 2022년까지 3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교통통신부(MoTC)는 IoT, 사이버보안, 컴퓨터 클라우딩 등 향후 높은 성장을 보일 핵
심 기술 15가지를 선정
- 15개 ICT 기술 시장 규모는 2022년까지 16억 달러 규모 기록 전망(‘19년 대비 83%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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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주요 ICT 기술별 시장 규모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기술

2019

2022

CAGR

IoT

233

573

35%

Cyber Security

143

314

30%

Systems Integration

136

170

8%

Hardware/Software
Maintenance & Support

145

162

4%

Cloud Computing

47

112

35%

Big Data Analytics

62

108

20%

ERP

49

56

5%

AR/VR

22

49

36%

Drones

22

42

22%

IT Consulting

27

31

5%

Blockchain

1.8

19

120%

Custom Application Design

12

13

4%

Artificial Intelligence

2

5.7

40%

자료원 : 타스무 디지털 밸리(TASMU Digital Valley)

■ 산업 인프라 현황

○ 하드웨어 인프라
- WEF에 따르면 카타르의 ICT 보급 환경은 세계 8위 수준으로, 2019년 기준 광통신망
이용률 92%, 모바일 보급률 143%,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29% 기록
- 카타르는 2018년 5G 상용망 구축을 발표한 중동 지역 최초 5G 도입국으로, 스웨덴 에
릭슨(Ericsson), 미국 씨스코(Cisco), 중국 화웨이(Huawei) 등 기업과 네트워크 장비
및 기술 관련 협력 중. 2020년 말까지 인구밀집 지역과 2022 월드컵 경기장 관련 시설
에 5G 네트워크 구축 완료 예정
○ 소프트 인프라(R&D 환경 등)
- 주요 국립 및 사립대학교 부설 연구 기관 및 연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이버보안,
AI, 빅데이터 등 분야에 대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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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F에 따르면 카타르의 디지털 기술 활용 가능 인구는 세계 1위 수준
* 하마드빈칼리파대학(HBKU) 산하 기관 QCRI(Qatar Computing Research Institute)을 통해 인공지능, 사
이버보안, 빅테이터분석, 소셜컴퓨팅 등 분야 연구
* 카타르대학교(Qatar University) 산하 기관 KINDI(KINDI Center for Computing Research)을 통해 사이
버보안 분야 연구
* 카타르 TEXAS A&M 대학교 산하 기관으로 스마트그리드센터(Smart Grid Center), 원격의료기술센터
(Center for Remote Health Technologies and Systems Extension) 등 운영

○ 사업 및 투자 환경 (규제, 지적재산권 등)
- WIPO에 따르면 카타르의 사업 용이성 지수는 세계 7위 수준이며, WEF는 카타르의
벤처 캐피탈 접근성을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

카타르의 WEF 국제 경쟁력 지수 중 ICT 산업 관련 지표
대분류
(Classification)

세부 지표명
(Index Component)

값
점수
랭킹
(Value) (Score) (Rank)

ICT adoption

3.05 Internet users / % of adult
population

99.7

99.7

1

ICT adoption

3.02 Mobile-broadband
subscriptionsper / 100 pop.

125.9

N/A

15

ICT adoption

3.01 Mobile-cellular telephone
subscriptionsper / 100 pop.

141.9

100.0

19

ICT adoption

3.04 Fibre internet subscriptionsper
/ 100 pop.

8.7

N/A

29

ICT adoption

3.03 Fixed-broadband Internet
subscriptionsper / 100 pop.

9.6

19.3

77

Financial system

9.02 Financing of SMEs / 1-7(best)

5.2

70.1

4

Financial system

9.03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
1–7(best)

4.8

63.8

5

Skills of current
workforce

6.05 Digital skills among active
population / 1–7(best)

5.3

72.2

1

Entrepreneurial culture

11.07 Growth of innovative
companies / 1–7(best)

5.0

66.8

11

Entrepreneurial culture

11.08 Companies embracing
disruptive ideas / 1–7(best)

4.8

63.4

6

12.01 Diversity of workforce /
1–7(best)

5.5

74.8

10

Interaction and diversity

비고

R&D 및
인적자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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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Classification)

세부 지표명
(Index Component)

Interaction and diversity

12.02 State of cluster development
/ 1–7(best)

Interaction and diversity

12.06 Patent applications per
million / pop.

값
점수
랭킹
(Value) (Score) (Rank)

4.9

65.5

17

1.54

28.6

39

비고

Future orientation of
government

1.21 Government's responsiveness
to change / 1–7(best)

5.4

74.0

6

경영 및
투자 환경

Future orientation of
government

1.23 Government long-term vision
/ 1–7(best)

5.6

76.2

8

경영 및
투자 환경

Future orientation of
government

1.22 Legal framework's adaptability
to digital business models
/ 1–7(best)

4.9

64.9

14

경영 및
투자 환경

Property rights

1.15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1–7(best)

5.5

74.5

23

Property rights

1.14 Property rights / 1–7(best)

5.4

74.1

26

Research and
development

12.06 Patent applications per
million / pop.

5.67

34.9

43

R&D 및
인적자원 환경

Research and
development

12.07 R&D expenditures / % GDP

0.5

17.0

62

R&D 및
인적자원 환경

Public-sector
performance

1.12 E-Participation / 0–1(best)

0.71

71.4

64

경영 및
투자 환경

ICT 관련 지표 포함 전체 103개 지표 취합 순위

29

자료원 : WEF Global Competitive Report 2019, 총 141개국 중 순위

카타르의 CISCO 디지털 준비성 지수
지표명
(Index Component)

참고지표
(Metrics)

점수
(Score)

랭킹
(Rank)

Technology Adoption
/ 0–3 (best)

∙ Mobile Device Penetration ITU, 2017
∙ Internet Usage ITU, 2017
∙ Cloud Services (Spend, IT Forecast Data)
Gartner, 2018

1.60

21

Human Capital
/ 0–4 (best)

∙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ILO, 2018
∙ Adult Literacy Rate UNESCO, 2017
∙ Education Index (Years of School) UN
Development Program, 2017
∙ Harmonized Test Score World Bank, 2018

3.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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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Index Component)

참고지표
(Metrics)

점수
(Score)

랭킹
(Rank)

Start-Up Environment
/ 0–3 (best)

∙ New Business Density World Bank, 2016
∙ Patents Granted & Trademarks Registered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17
∙ Venture Capital Investment & Availability Center
for American Entrepreneurship, 2017

0.67

30

Business & Government
Investment
/ 0–3 (best)

∙ Foreign Direct Investment IMF, 2017
∙ Research & Development Expenditure UNESCO,
2017
∙ Investment Freedom Heritage Foundation, 2019

1.52

29

Basic Needs
/ 0–4 (best)

∙ Life Expectancy UN, 2017
∙ Mortality Rate (Under Age 5) UNIGME, 2017
∙ Population Using Safe Drinking Water Services
World Health Organization & UNICEF, 2015
∙ Access to Electricity World Bank, 2016

3.77

35

Ease of Doing Business
/ 0–4 (best)

∙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World Bank, 2019
∙ Rule of Law World Justice Project, 2019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
Infrastructure Rating World Bank, 2018
∙ Time to Get Electricity World Bank, 2018

2.78

38

∙ Mobile Broadband Subscriptions ITU, 2017
∙ Fixed Broadband Subscriptions ITU, 2014
∙ Secure Internet Servers Netcraft, 2018
∙ Household Internet Access ITU, 2017

1.71

40

Technology Infrastructure
/ 0–4 (best)

합계

30

자료원 : CISCO Digital Readiness Index 2019, 총 141개국 중 순위자체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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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의 WIPO 국제 혁신 지수 중 ICT 산업 관련 지표
대분류
(Classification)

세부 지표명
(Index Component)

Knowledge Absorption

5.3.3 ICT services imports, % total trade

점수
(Score/Value)

랭킹
(Rank)

3.9

3

ICTs

3.1.1 ICT access

84.8

15

ICTs

3.1.2 ICT use

81.3

13

ICTs

3.1.3 Government’s online service

94.4

14

ICTs

3.1.4 E-participation

94.4

17

13,980.2

8

General infrastructure

3.2.1 Electricity output, kWh/mn pop

General infrastructure

3.2.2 Logistics performance

88.5

11

Business environment

1.3.1 Ease of starting a business

94.4

7

0.4

23

474.3

37

71.0

49

732.9

32

1.0

36

22

50

5.3.2 High-tech imports, % total trade

6.6

82

Knowledge diffusion

6.3.3 ICT services exports, $ total trade

0.8

85

Knowledge Creation

6.1.4 Scientific & Technical articles/bn PPP$ GDP

4.2

90

6.2.3. Computer software spending, % GDP

4.2

90

Knowledge Impact

6.2.5 High&medium tech manufacturers, %

Education

2.1.4 PISA scales in reading, maths, & science

Trade, competition &
market scale

4.3.2 Intensity of local competition

Trade, competition &
market scale

4.3.3 Domestic market scale, bn PPP$

Research & development
Tertiary education

2.2.2 Graduates in science & engineering, %

Knowledge Absorption

Knowledge Impact

2.3.2 Gross expenditure on R&D, % GDP

Creative Outputs

7.1.3 ICTs & Business model creation

66.7

44

Creative Outputs

7.1.4 ICTs & organizational model creation

63.9

33

Online Creativity

7.3.4 Mobile app creation/bn PPP% GDP

0.3

78

ICT 관련 지표 포함 전체 80개 지표 취합 순위

51

자료원 :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2019, 총 129개국 중 순위

나. ICT 및 응용 산업 육성 정책 및 전략분야
■ 카타르 국가비전 2030(QNV 2030) 및 ICT 전략

○ QNV2030 개요
- 2008년 발표된 카타르의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QNV 2030은 4대 목표(인적자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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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경제, 환경)를 통해 국가 발전의 방향성 제시
- QNV2030에 따라 5년마다 국가발전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을 수
립하며, 주요 정부 부처별로 다시 분야별 전략을 수립해 세부 전략 추진

QNV 2030 운영 구조

자료원 : PSA(Planning and Statistics Authority), KOTRA 도하무역관 가공

○ ICT 전략 2015 (2011~2016년)
- 교통통신부(MoTC)는 NDS 2011-2016에 따라 국가 ICT 전략 2015(National ICT Plan
2015)를 수립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4가지 목표 달성을 지향함.
* ① 공공 행정 서비스 접근성 및 효율성 개선, ②공공 및 민간분야의 초고속 정보통신 환경 조성, ③기업
및 노동자 육성 등 ICT 산업 발전 도모, ④ 디지털 문맹 및 사회 전 구성원의 디지털 접근성 개선

■ 국가 디지털화 프로그램 타스무(TASMU Smart Qatar Program) (2016~2022년)

○ 개요
- 교통통신부(MoTC)는 지난 2016년 카타르 ICT 산업의 핵심 성장 전략 중 하나로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해 국가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타스무 프로그램을 도입
○ 주요 내용
- 5개 분야(교통, 물류, 환경, 헬스케어, 스포츠) 107개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으며, 2022
년까지 60억 리얄(약 16억 달러) 규모의 예산 투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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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스무는 2019년까지 약 20여개 프로젝트를* 발표해 입찰을 마감했으며, 매년 20개 내
외 프로젝트 추진 예정
* Intelligent Road Sinage, Virtual Consultation, Road to Vehicle Communication, Digital Travel Guide,
Mobile Healthcare Clinic 등

TASMU 전략 분야

자료원 : TASMU

■ Qatar e-Government 2020

○ 개요
- QNV 2030 및 국가 ICT 전략 2015의 일환으로 수립된 계획으로, 정부 서비스의 온라인
채널 연동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전자정부 전략

- Qatar e-Government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추진하며, 정부 서비스의 100%
를 온라인 채널로 연동시키고, 80%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교통통신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추진될 전자정부 전략 Qatar e-Government 2026은
2020년 내 준비 예정

❘ 230 ❘

PART 5. 카타르(도하무역관)

Qatar e-Government 2020 로드맵

자료원 : Hukoomi

다. ICT 및 응용 산업 촉진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
■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1) 교통통신부(MoTC) 및 산하 유관기관

○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MoTC)
- 카타르 ICT 산업과 관련한 정책을 관할하고 집행하는 정부 부처
* 홈페이지 : www.motc.gov.qa

○ 타스무 디지털 밸리(TASMU Digital Valley)
- 타스무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성취를 위해 교통통신부와 카타르경제자유구역청(QFZA)가
공동으로 설립한 디지털 클러스터로 투자 및 조달, 카타르 디지털 산업 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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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투자자, 교육 및 연구자, 글로벌 기업, 각종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정보통신분
야 혁신을 도모함.
* 홈페이지 : www.tdv.motc.gov.qa/tasmu-digital-valley-services

○ 디지털 인큐베이션 센터(Digital Incubation Center)
- 교통통신부에서 2011년부터 운영해온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창업 지원 기관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 공유 사무실 공간 등 서비스 제공
- 현재까지 총 1,500여개의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550개 창업팀을 관리하고 현재까
지 총 141개 스타트업 배출
* 홈페이지 : www.dic.motc.gov.qa

○ 통신규제위원회(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CRA)
- 교통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통신 규제 분야 정책 및 관련 인허가, 주파수 할당 등 총괄
* 홈페이지 : www.cra.gov.qa

○ 카타르 장애보조공학기술센터(MADA)
- 교통통신부(MoTC)에서 2010년 민관합작을 통해 설립한 비영리기관으로 장애인, 노인
등 최신 기술 및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는 활동 수행
- 디지털 접근성 지원(장애인용 홈페이지 부가 서비스 구축 및 교육 제공), 보조 공학 관
련 서비스 제공 등
* 홈페이지 : www.mada.org.qa

2) 카타르개발은행(QDB) 및 산하 창업지원기관

○ 카타르개발은행(Qatar Development Bank, QDB)
- 산업개발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1997년 설립된 정부소유의 정책금융 기관
- 중소기업 대상 단기·장기 융자, 산업(제조)시설 임대 프로그램, 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금융 지원 및 산업 자문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 www.qdb.qa

○ 큐빅(Qatar Business Incubation Center, QBIC)
- 2014년 카타르개발은행(QDB)과 카타르 모자 왕비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 나마(NAMA)
가 공동으로 설립한 창업지원기관으로, 창업자들의 사업 아이디어 개발과 사업 정착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 제공
- 디지털 분야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영 통신사 우리두(Ooredoo)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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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Beyond 프로그램 운영
* 홈페이지 : www.qbic.qa

○ Qatar Fintech Hub
- 카타르개발은행(QDB)과 EY(Ernst & Young)의 협업으로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핀테크 분야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 인큐베이션 및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 및 핵카톤(Hackaton)사업 등 추진 중
* 홈페이지 : https://fintech.qa

○ 카타르스포츠테크(Qatar SportsTech)
- 카타르개발은행(QDB)에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테크 분야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대 테크-스타트업 네트워크인 덴마크의 스타트업부트캠프
(Startupbootcamp)와 협력 중
* 홈페이지 : www.sportstech.com

3) 주요 산업 클러스터

○ QFC(Qatar Financial Center)
- QFC 입주 기업은 100% 지분투자가 가능하며, 주로 투자은행, 마케팅, 핀테크 등 고부
가가치 서비스 및 기술 분야 기업을 유치
- 2022년까지 1천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약 700여개 기업 입주
* 홈페이지 : www.qfc.qa

○ 카타르과학기술단지(QSTP, Qatar Science and Technology Park)
- QSTP 입주 기업은 100% 지분투자가 가능하며, 고부가가치 제조업, 기술 및 제품개발,
R&D, 기술 컨설팅 분야 기업을 중점 유치 분야로 선정
- 지멘스(Siemens), 보다폰(Vodafone), 구글클라우드(Google Cloud) 등 유명한 다국적
기업들이 다수 입주해 있음.
* 홈페이지 : www.qstp.org.qa

○ 경제자유구역청(Qatar Free Zones Authority, QFZA)
- 2018년 설립된 독립 기관으로 카타르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관장하는 정부기관
- 하마드항 인근과 하마드국제공항 인근에 각각 ‘움알하울(Um-Alhoul)’, 라스부폰타스
(Ras Bufontas) 경제자유구역 조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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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유치분야로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첨단기술, 물류, 의료서비스, 에너지 및
환경관련 기술 분야를 선정
* 홈페이지 : www.fza.gov.qa

5) 외국인 투자유치 기관 및 전담부서

○ IPAQ (Investment Promotion Agency Qatar)
- 2019년 7월 출범된 외국인 투자유치 진흥기관으로 투자 진흥 의제 설정,정책 개발 자
문,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솔루션 제공 기능 수행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 설치된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와 유사한 조
직으로, 카타르경제자유구역청(QFZA), 카타르금융센터(QFC) 등에 분산돼 있던 외국
인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함.
○ Invest in Qatar (외국인 투자 상담 관련 전담부서)
- 통상산업부(MoCI) 산하의 외국인 투자 상담 부서로 외국인 투자자 상담 응대와 신청서
접수 및 승인 담당
-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100%이거나 50% 이상을 가지는 투자사례에 한해 응대하며,
49% 지분 제한을 가지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 통상산업부 일반 창구를 통해 법인설립
신청함.
- 2019년 1월 외국인투자법(Law No. 1 of 2019, Regulation of the Investment of
Non-Qatari Capital in the Economic Activity) 개정에 따라 과거 49%의 지분 제한이
있었던 외국인 투자자는 내각의 결정에 따라 최대 100%까지 지분 소유 가능
* 홈페이지 : www.invest.gov.qa

■ 주요 국부펀드

○ 카타르 투자청 (Qatar Investment Authority, QIA)
- 2005년 설립된 카타르의 국부펀드로 운용규모는 3,200억 달러(세계 10위, 2019 기준)
- 주요 재원은 에너지 산업 수출 수익에서 발생하며, 에너지 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카타
르 수입원의 다양화를 통해 미래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주요 투자분야는 주식, 사모펀드, 부동산 등으로 전략적 투자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지
분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 노출시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경제다각화 추진
* 홈페이지 : www.qia.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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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A 주요 자산
구분

지분(%)

시장가치(십억 달러)

Ooredoo

53.49

3.28

Siemens

3.27

3.52

Volkswagen

16.99

8.24

QNB(Qatar National Bank)

51.9

22.91

Glencore

8.6

4.83

Barclays

5.94

2.29

London Stock Exchange

10.27

2.23

자료원 : Bloomberg

■ 정책 금융 지원 현황

○ 카타르개발은행(QDB) 지원 프로그램
구분

내용

이뜨말 시드펀딩
(Ithmar
Seed Funding)

∙ 카타르인 및 카타르인 파트너를 둔 사업자(18세 이상)가 신청할 수 있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
∙ 무역, 부동산, 계약을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프로젝트 자금의
90%까지 지원함(스타트업 1개사 당 약 25만 달러 한도).

알다민 지급보증
프로그램
(Al-Dhameen)

∙ 담보·신용 등이 취약한 기업을 위해 상업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및 신용위험분담 프
로그램으로, QDB에서 지급보증(Guarantee Letter) 제공
∙ 연매출 300만 리얄(약 82만 달러) 미만의 카타르인 기업 및 합작기업(외국인투자자
포함)에 대해 프로젝트당 최대 1,500만 리얄(약 412만 달러)까지 지급 보증
(농수산업, 비에너지 채굴업, 도소매, 금융 및 보험, 부동산업 제외)

주 : 지원 가능 여부는 QDB를 통해 상세 사업계획 설명과 함께 문의 필요
자료원 : 카타르개발은행(Q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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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타르 스마트 테크 진출 · 협력 유망 분야

가. 스마트 교통(Smart Transport)
■ 교통 관리·분석 및 커넥티드 기술

○ 시장 동향
- 카타르는 한국 경기도 크기의 작은 국가로 사막적 지형으로 인해 도심지 및 주요 산업
지역 인근에만 도로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음.
- 상업 중심지 인근의 교통 체증 유발 지역의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체증
을 유발하는 불법 운전 차량 단속 등을 위해 ICT 기술 활용 필요

주요 유망 사업 분야 및 프로젝트
주요 사업분야/프로젝트

수요 예상 기술 및 제품

Smart Parking

주차관리 시스템, 주차장 자동 결제 센서 및 NFC 기반 결제 시스템, 전
자영수증 등

eCar Sharing,
eBike Sharing

NFC 연동 기기(스마트eCar 칩, 스마트폰 및 시계 연동), 예약 시스템,
GPS위치 추적서비스, 멤버쉽 프로그램(로얄티 및 리워드), 셀프충전식
페달 배터리 등

Real-Time Crowd and
Transportation Management
Connected Transport Network,
Connected Vehicle(V2V),
Autonomous Neighborhood Fleet

교통체증 예상 분석 시스템, 교통체증 시나리오 모델링 프로그램 등
교통 체증 예측 및 분석 장비, 자동화 알고리즘 기술, 교통 안내 스크린,
CCTV류, 기상 센서, 교통체증 시나리오 모델링 프로그램 등, 교통정보
교환용 통신장비, 센서류 등

자료원 : TASMU

TASMU 스마트 교통 관련 추진 프로젝트(25개)
Searchable City

∙ Digital Travel Guide
∙ Augumented City
∙ Centextual Indoor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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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less Mobility

∙ Smart Parking
∙ eBike Sharing
∙ Car Polling
∙ eCar Sharing
∙ Road to Vehicle
Communication

Universal Access

∙ Natural Language
Interaction
∙ Instant Signage
Translation
∙ Accessible
Transporation

Safe Journey

∙ Intelligent Road to
Signage
∙ Intelligent Road to
Side Assistance
∙ Connected Vehicle
(V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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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able City

Seamless Mobility

Universal Access

Safe Journey

∙ Real time Crowd and
Transporation
Management
∙ Connected Transport
Network
∙ Single Transport Pass
∙ On-Route Concierge
∙ Autonomous
Neighborhood Fleet
∙ Smart Taxi

∙ Public Transportation
Social Listening
∙ Mobility Constextual
Pre-Advice
∙ Social Mobility
Network

∙ Mobility Guardian
∙ Smart Vehicle
Monitoring

자료원 : TASMU

○ 경쟁 동향

카타르 내 주요 브랜드 및 제품
브랜드(품목명)

원산지(본사)

현지 수입 에이전트

Smart Park (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카타르

Traffic Tech

BFT
(Gate Barrier)

이탈리아
(BFT)

Adax Business Systems

Teltonika
(GPS Traking System)

리투아니아
(Teltonika)

Adax Business Systems

Dirverless Electric Vehicle

프랑스
(Navya ARMA)

Smart Transport

Qatar V2X

지엠(GM), 토요타(Toyota)

카타르모빌리티혁신센터
(시범 프로젝트 추진주체)

자료원 : 각 에이전트 홈페이지, 무역관 자체 조사 등

○ 도입·수입 관련 규제
- 녹화장비, 통신 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및 유관기관(통상산업부, 통신규제위원
회 등)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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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 물류
■ 공급망 관리 기술

○ 시장 동향
- 2020년 상반기 카타르 항만 물동량은 일반 화물(General Cargo) 기준 73만 톤으로 전
년도 36만톤 대비 2배 성장
- 인구 증가 및 각종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물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배송
시간 단축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한 솔루션 도입 추진 중

주요 유망 사업 분야 및 프로젝트
주요 사업분야/프로젝트

수요 예상 기술 및 제품

National Supply and Demand Dashboard
Global Supply Chain Tracker
Supply Chain Control Center

GPS 등 물류 추적 시스템,
물류 관리 온라인 플랫폼, 라벨링 장비류 등

Connected Warehouse
Dynamic Route Management
자료원 : TASMU 및 KOTRA 도하무역관 자체 자료

TASMU 스마트 물류 관련 추진 프로젝트(21개)
Connected Logistics

∙ National Supply and
Demand Dashboard
∙ Digital Shipping
Guide
∙ Global Supply Chain
Tracker
∙ Insightful Customs
Rating
∙ Supply Chain Control
Center
∙ National
Warehousing
Marketplace
자료원 : TAS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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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Workplace

∙ Augumented
Workforce
∙ Connected
Warehouse

Dynamic Delivery

∙ Automated Cargo
Flow
∙ Crowd Logistics
∙ Smart Dispatch
∙ Drone Delivery
∙ Autonomous Ground
Delivery
∙ B2B
Semi-Autonomous
Transfers
∙ Dynamic Route
Management

Empowered Recipients

∙ Digital Auction
Marketplace
∙ Container eBooking
∙ Smart Lockers
∙ Flecxible Delivery
∙ Drive Through Mall
∙ Virtual Convenience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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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동향
카타르 내 주요 브랜드 및 제품
브랜드(품목명)

원산지(본사)

현지 수입 에이전트/판매자

Smart Logistics Platform : Microsoft Azure PaaS
(스마트 물류 플랫폼)

미국
(Microsoft)

Milaha (사용자)

Real Time Vehicle Tracker
(실시간 자동차 위치 추적 시스템)

카타르

Vehicle Tracking System Qatar

자료원 : 각 에이전트 홈페이지, 무역관 자체 조사 등

○ 도입·수입 관련 규제 (Import Regulation for Adoption)
- 녹화장비, 통신 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및 유관기관(통상산업부, 통신규제위원
회 등)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다. 스마트 헬스케어
■ 디지털 진단기술 및 원격진료

○ 시장 동향
- 2020년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62억 달러(전체 재정지출의 11%)
-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은 GCC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8년 기준 약 1,865달러
로 추정(UAE 1,400달러, 쿠웨이트 1,227달러 등)
- 하마드국립병원(HMC)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원격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4월 초 기준 매주 5천건 이상의 원격진료 수행

주요 유망 사업 분야 및 프로젝트
주요 사업분야/프로젝트

수요 예상 기술 및 제품

Digital Self-Diagnosis
Virtual Consultation
Remote Patient Monitoring
VR First Aid

IoHT(Internet of Health Things) 기술,
진단기기류, 웨어러블 기기류, 스마트 혈당 측정기,
원격 모니터링 장비, 전자처방전 등

Smart Health Booth
자료원 : TASMU 및 KOTRA 도하무역관 자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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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MU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추진 프로젝트(21개)
Healthcare On-Demand

∙ Doctor
∙ Health
∙ Digital
∙ Virtual

Finder
Calendar
Self-Diagnosis
Consultation

Extended Care

∙ Mobile Clinic
∙ Smart Health Booth
∙ Connected Pharmacy
∙ Safe Workforce
∙ Smart Ambulance

Seamless Healthcare
Facilities

∙ Augumented
Caregivers
∙ Connected Fatient
Flow
∙ Connected Patient
Room

Connected Wellness

∙ Smart Medication
∙ Digital Health Coach
∙ Ingestible Pills
∙ Digital Nurse
∙ ICE tracking and
Response
∙ VR First Aid
∙ Digital Support
Groups
∙ Remote Patient
Monitoring
∙ myHealth Gateway

자료원 : TASMU

카타르 내 주요 브랜드 및 제품
브랜드(품목명)

원산지(본사)

현지 수입 에이전트/판매자

CloudClinik
(클라우드 기반 EMR)

파키스탄
(Cloud Clinik)

Ooredoo

OneTouch Verio Reflect Meter
(스마트 혈당측정기)

미국
(LifeScan Inc)

Ebn Sina Medical

자료원 : 각 에이전트 홈페이지, 무역관 자체 조사 등

○ 도입·수입 관련 규제
- 의료기기의 경우 필수로 요구하는 인증은 없지만 CE나 FDA 인증 제품 보유 제품 선호
- 의료기기의 경우 별도 정부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정부 기관 및 최종 수요처의 자체
적인 검토 절차를 거침.
- 현지 수입자는 보건의료분야 제품(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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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마트 환경
■ 스마트 농경기술 (스마트팜 등)

○ 시장 동향
- 카타르의 농경지 규모는 6만 5천 헥타르로 전체 국토의 5%에 불과
- 지리 및 기후적 요인, 부족한 농경용수 및 관개시설로 인해 대부분의 농식품 수요는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
- 효율적인 농작물 생산 및 관리를 위해 수직농장, 수경재배 기술 등과 관련한 스마트
농경기술 도입 중

주요 유망 사업 분야 및 프로젝트
주요 사업분야/프로젝트

수요 예상 기술 및 제품

Personal Smart Farming
Digital Farmer Community
Connected Farmers Marketplace
P2P Agriculture

LED 조명, 센서류, 온도 측정 및 조절기류,
소프트웨어류, 온라인 플랫폼 개발 등

Vertical Farming
Precision Agriculture
자료원 : TASMU 및 KOTRA 도하무역관 자체 자료

TASMU 스마트 환경 관련 추진 프로젝트19개)
Sustainable Resources

∙ National Food
Security Analytics
∙ Sustainable City
Platform
∙ Smart Water Network
∙ City Polution Watch
∙ Sustainability
Readiness Index

Digital Urbanization

∙ Smart Buildings
∙ Sustainable
Distributed Energy
∙ Intelligent Urban
Lighting
∙ Solar Corniche

Environmental Stewardship

∙ Personal Smart
Farming
∙ Sustainable Home
Ecosystem
∙ Recycling Coins
∙ Zero Food Waste
Platform

Connected Farming

∙ Digital Farmer
Community
∙ Expert Network as a
Service
∙ Connected Farmers
Market Place
∙ P2P Agriculture
∙ Vertical Farming
∙ Precision Agriculture

자료원 : TAS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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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내 주요 브랜드 및 제품
브랜드(품목명)

원산지(본사)

현지 수입 에이전트/판매자

NB-IoT
(IoT 기반 커넥티드 농경장비 시스템)

노르웨이
(7Sense, Telia)

Vodafone Qatar

자료원 : 각 에이전트 홈페이지, 무역관 자체 조사 등

○ 도입·수입 관련 규제
- 스마트 농경기술과 관련한 특별한 규제나 제재는 없으나, 자체적으로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없음에 따라 유명 국제 인증 보유제품 또는 인근국(유사 환경) 적용
사례 보유 업체 선호
■ 자원 절약 및 자원 활용 기술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재활용 등)

○ 시장 동향
- 카타르는 수전력청(Kahramaa)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정책 타르시드(Tarsheed)를 추진
하고 있으며, 수전력 사용량 감축을 목표로 함.
- 2018년 카타르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평균 1.6kg으로 세계 1인당 평균 배출량
인 1.3kg보다 다소 높음(GCC 평균 3kg, 한국 1.03kg).
- 정부는 2022년까지 배출 쓰레기의 15%까지 재활용 추진

주요 유망 사업 분야 및 프로젝트
주요 사업분야/프로젝트

수요 예상 기술 및 제품

Sustainable Distributed Energy
Smart Water Network
Zero Food Waste Platform
Recycling Coins
자료원 : TASMU 및 KOTRA 도하무역관 자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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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내 주요 브랜드 및 제품
브랜드(품목명)

원산지(본사)

현지 수입 에이전트/판매자

스마트 수도 계량기

독일
(SIEMENS)

Siemens Qatar

Biobin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퇴비 생산 장치)

호주
(Biobin)

Biobin Qatar

Shams

카타르

카타르모빌리티혁신센터

자료원 : 각 에이전트 홈페이지, 무역관 자체 조사 등

○ 도입·수입 관련 규제
- 수전력청(Kharmaa) 입찰 참여 시 벤더 등록 필요

마. 스마트 스포츠
■ 지능형 경기장 관리 기술

○ 시장 동향
-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된 카타르에는 행사 기간 중 약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
- 공식 경기장으로 8개 경기장을 운영할 예정으로 방문객 입장과 경기장 시설을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각종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추진 중

주요 유망 사업 분야 및 프로젝트
주요 사업분야/프로젝트

수요 예상 기술 및 제품

Digital Fan Pass
Hands Free Visitors
Stadium Fast Track
Augmented Home Vewing

생체인식기술, 출입통제장치, RFID, AR/VR,
보안 및 모니터링 장비류, 입장권 발권 및
티켓 인식 기계 등

Fan Connect
자료원 : TASMU 및 KOTRA 도하무역관 자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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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MU 스마트 스포츠 관련 추진 프로젝트19개
Active Nation

Competitive Athletes

Connected Fans

∙ Active Family
Dashboard
∙ National Sports eHub
∙ Digital Senior
Vitalization
∙ Game Finder
∙ Active Living Index

∙ Professional Athletes
Performance
Dashboard
∙ Technology
Enhanced Training
∙ School Scouting
Analytics

∙ Event Visit Planner
∙ Event Social Listening
∙ Onc Screen
∙ Fan Connect
∙ Digital Fan Pass
∙ Next Generation
Social Interactions
∙ Hands Free Visitors

Agumented Game
Experience

∙ Stadium Fast Track
∙ Sports Event Second
Screen
∙ Augumented Home
Viewing
∙ Event Companion

자료원 : TASMU

카타르 내 주요 브랜드 및 제품
HS code

브랜드(품목명)

원산지(본사)

현지 수입 에이전트/판매자

-

MetrixGPRS
(생체인식 출입통제장치)

인도
(Metrix Cosec Vega)

Adax Business Systems

-

Golee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 및 코치 관리 플랫폼)

이탈리아
(Golee)

Golee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무역관 자체 조사 등

○ 도입·수입 관련 규제
- 생체인식기술, 보안 장비류의 경우 내무부(MoI)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바. 스마트 교육
■ 이러닝(E-Learning)

○ 시장 동향
- 교육 서비스 산업의 GDP 규모는 약 42억 달러로 전체 GDP 중 약 2% 차지
- 정부는 교육부, 카타르 재단 및 기타 사립학교 등과 함께 QNV 2030에 따른 교육 전략
을 수행하고 있음.
- 교육 전략은 주로 교육환경 개선(시설 확충 등), 언어(아랍어 및 영어) 및 STEM 분야
성취율 향상, 대학 진학률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3월 이후부터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원격 수업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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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원격 수업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이러닝 플랫폼 및 하드웨어 기기류 위주
수요 증가

주요 유망 사업 분야 및 프로젝트
주요 사업분야

원격 수업 관련 기술
AR/VR

주요 제품 및 적용 분야

화상 수업 시스템, 학사일정 관리 시스템(출석, 교과 과정 진행률) 등
박물관, 스포츠 행사(월드컵 등), 자연 체험, 부동산 매물 등

자료원 : KOTRA 도하무역관 자체 자료

카타르 내 주요 브랜드 및 제품
브랜드(품목명)

원산지(본사)

현지 수입 에이전트/판매자

MS Team
(원격수업 플랫폼)

미국
(Microsoft)

Microsoft (미국 본사)

Google Classroom
(원격수업 플랫폼)

미국
(Google)

Google (미국 본사)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무역관 자체 조사 등

○ 도입·수입 관련 규제
- 정규 교과 커리큘럼 도입 시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나, 일반 교구류 및 하드웨어류, 단순
콘텐츠 수입 및 유통은 별도 승인 불요

사. 현지 산업 클러스터 현황
(1) 전체 클러스터 개황
카타르 ICT 분야 클러스터
□ 개발 연혁
○ 국가발전전략 QNV2030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산업기반 발전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 주도로 산업
클러스터와 경제자유구역 설립
□ 주요 관리 주체
○ 카타르과학기술단지(QSTP) - 카타르재단(Qatar Foundation)
○ 카타르금융센터(QFC) - QFC
○ 카타르경제자유구역(QFZA) - QF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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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클러스터 내역
순번

산업지대명

설립연도

웬사이트

주요 품목

1

카타르과학기술단지(QSTP)

2009

www.qstp.org.qa

ICT, O&G 등

2

카타르금융센터(QFC)

2005

www.qfc.qa

금융, 보험, 핀테크, ICT 등

3

카타르경제자유구역(QFZA)

2018

www.fza.gov.qa

ICT, 물류, 첨단기술, 제조업 등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 최근 변화 동향
○ 정부 주도의 ICT 산업분야 발전 정책(ICT 전략 및 TASMU 등) 및 중대형 국제행사 개최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 진출 관심 고조
○ 외국인 투자법 개정(최대 100% 지분투자 가능) 및 경제자유구역 설립을 통해 해외 유수 기업 유치
추진

주요 클러스터 위치

자료원 : KOTRA 도하무역관 자체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2) 주요 클러스터 내역
■ 카타르 과학기술 단지(Qatar Science and Technology Park, QSTP)
1) 단지 개요

○ 위치 및 단지구성
- 에듀케이션시티(Education City) 지역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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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 업종
- ICT 관련 서비스, 기술 및 제품 개발, R&D, 고부가가치 제조업, 교육 및 기술 관련
컨설팅 서비스 등
○ 입주 현황
- 보다폰,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분야 유수 기업 40여개사
입주
2) 입지 여건

○ 인프라/교통 환경
- 교육 및 연구개발 특화 도시인 에듀케이션시티(Education City) 지역에 위치해 있어 정
보통신 및 과학기술 관련 사업 활동에 용이
- 2019년 기준 에듀케이션시티와 도하 도심지를 연결하는 메트로 그린라인(Greenline)
개통
3) 입주(투자) 조건

○ 제출 서류 및 절차
- ①홈페이지를 통해 1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토에 따라 승인/미승인, ②승인 기업에 한
해 QSTP에서 제공하는 추가 양식 제출 후 CR 발급 등 QSTP 회사 설립 진행
- 유한책임회사(LLC) 설립 시 55,000USD(20만 리얄)의 최소 자본금 예치가 요구되나, 지
사(Branch)의 경우 불요
* 입주 신청 양식 및 절차 : https://qstp.org.qa/free-zone/how-to-apply/

○ 세금 혜택
- 법인세 및 수입 관세 면제
○ 기타 인센티브
- 100% 외국인 지분 투자 허용
- 입주 신청 절차와 관련한 별도 행정 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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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입주 업체
회사 로고

회사명

웹사이트

기업 정보

CISCO

www.cisco.com

각종 정보통신 및 네트워킹 솔루션 제공

Microsoft

www.microsoft.com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회사

Vodafone

www.vodafone.qa

영국 통신사 보다폰의 카타르 법인으로
카타르 통신시장 30% 점유

iHorizons

www.ihorizons.com

카타르 소프트웨어 회사로 아랍어
검색엔진 및 컨텐츠 관리 솔루션 등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 카타르금융센터(QFC)
1) 단지 개요

○ 위치 및 단지구성
- 수도인 도하 웨스트베이(West Bay)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QFC 입주기업은 본사
건물 및 QFC에서 지정한 46개 건물 내 입주
○ 유치 업종
- 투자은행, 핀테크 및 금융관련 서비스, 보험, 자산관리 컨설팅, 법률자문, 리크루팅,
프로젝트 관리, 설계, 교육, 세무회계, 마케팅, ICT 서비스, 광고 홍보 등 전문 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 분야
* 단순 저임금 노동자를 채용하는 건설 및 일반 서비스 직종이나, 무역 등 직종으로는 진출 불가

○ 입주 현황
- 2019년 말 기준 약 700여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2022년까지 기업 1,000개사 유치를 목
표로 하고 있음.
2) 입지 여건

○ 인프라/교통 환경
- 상업 중심지인 웨스트베이의 QFC 본사 건물 또는 주요 도심

상업 지역에 위치한 다

양한 건물에 입주할 수 있어 인프라 및 교통 환경을 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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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투자) 조건

○ 제출 서류 및 절차
- QFC에서 제공하는 신청양식(Business Case Form 등) 작성 후 제출하며, QFC
CR(QFC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빠르면 2~3주에서 약 1개월 내외 소요(상황에
따라 상이)
- 설립 비용은 금융 분야를 제외한 모든 전문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비규제 활동
(Non-Regulated Activities)에 대해 신청비(Application Fee) 5,000달러와 연회비
(Annual Fee) 5,000달러가 적용되며, 금융 분야에 해당하는 규제 활동(Regulated
Activities)의 경우 40,000달러 적용
○ 세금 혜택
- 법인세 10% (일반 회사와 동일)
- 원천징수세 면제
○ 기타 인센티브
- 100% 외국인 지분 투자 허용
- 2019년 8월부터 비규제 활동 분야 설립 비용은 면제되고 있으며, 신청자는 사업장 임대
및 비자 신청 비용에 대해서만 지불
* 신청시기에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바 수시 문의 필요

4) 주요 입주 업체
회사 로고

회사명

웹사이트

기업 정보

Talabat QFC Company

www.talabat.com

쿠웨이트에서 설립된
중동 최대 규모의
배달 서비스 업체

Q Pay

www.qpay.com.qa

카타르에서 설립된
결제 솔루션 업체로
온/오프라인 카드 결제
솔루션 제공

Premier Fintech LLC

www.permier.com.qa

핀테크 분야 서비스 및
교육 솔루션 취급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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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경제자유구역(QFZA)
1) 단지 개요

○ 위치 및 단지구성
- 메사이드(Mesaieed) 지역의 하마드항구 인근 움알하울(Um Alhoul)과 도하 하마드 공
항 인근의 라스부폰타스(Ras Bu Fontas) 두 개 단지로 구성

움알하울(Um Alhoul)

라스부폰타스 (Ras Bufontas)

∙ 위치(규모) : 하마드 항구 근교(34km²)
∙ 중점유치분야 : 해양산업, 식음료, 건설기자재, 금속
가공 및 기계, 석유화학, 물류

∙ 위치(규모) : 하마드 공항 근교(4.01km²)
∙ 중점유치분야 : 물류, 첨단기술, 비즈니스 서비스,
보건의료, 자동차, 항공우주산업 등

자료원 : QFZA

○ 유치 업종/중점유치분야
- ①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신소재, 기타

화학제품 등, ② (첨단

기술) : 사이버보안, 지능형 물류 및 교통, 인공지능, 농업 및 수자원 기술, ③ (물류)
: 전자상거래, 식품포장, 의약품 공급 체인 등
○ 입주 현황
- 2020년 8월 기준 10개사 내외의 현지 및 해외 기업이 입주해있으며, 점진적인 인프라
조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 기업을 늘려나갈 계획
2) 입지 여건

○ 인프라/교통 환경
- 공항과 항만 인근에 위치해 있어 수출입 교역 활동 및 물류 네트워크 활용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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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투자) 조건

○ 제출 서류 및 절차
- QFZA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문의를 제출하면 QFZA에서 검토 후 신청 가능여부 및
절차에 대해 안내
- 사업자 등록 및 라이선싱 등 비용은 약 11,000리얄(약 3천 달러)이며, 1년마다 라이선
스 갱신 필요. 갱신 비용은 매년 약 5~6,000리얄(약 1,600 달러) 발생
* 입주 문의 : https://qfz.gov.qa/apply

○ 세금 혜택
- 20년간 법인세 면제
- 수입관세 면제
○ 기타 인센티브
- 100% 외국인 지분 투자 허용
4) 주요 입주 업체
회사 로고

회사명

웹사이트

기업 정보

Google Cloud

https://cloud.google.com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 * Ras Bufontas입주

DHL

www.dhl.com.qa

세계적인 다국적 물류 서비스
업체 * Ras Bufontas 입주

GWC

www.gwclogistics.com

카타르 물류 서비스 업체
* Ras Bufontas 입주

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

www.chec.bj.cn

중국의 건설회사
* Ras Bufontas 입주

WASCO Energy

www.wascoenergy.com

말레이시아의 엔지니어링 및
가공 업체 (Umm Alhoul 입주)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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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타르 스마트 테크 진출 전략

가. SWOT 분석
Strengths

Opportunities

∙ 정부주도의 경제다각화(QNV 2030) 추진에 따른 안
정적인 투자환경 유지
∙ 저렴한 생산경비(수도·전기·연료) 및 다양한 인재풀
(저임금 단순 노동자~고급전문직)
∙ 중동 최초 5G 상용화 및 ICT 보급률 선도국
(WEF 글로벌경쟁력 지수 기준 세계 8위)

∙ 인구증가 및 2022 카타르 월드컵 개최 대비 ICT 인
프라 확충 지속
∙ 정부 주도의 다양한 ICT 산업 발전 정책 및 지원 프
로그램 운영(TASMU,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 외국인투자법 개정 및 경제자유구역 조성(외국인 지
분 최대 100% 허용)

Weaknesses

Threats

∙ 국제유가에 좌우되는 에너지 의존 경제
∙ 단교에 따른 인근국(UAE, 사우디)과의 국경 봉쇄로
최단거리 물류 네트워크 활용 불가
∙ 인근 중동국가에 비해 작은 시장규모
(인구 279만명, 경기도 크기 국토)
∙ ICT 산업과 관련한 국가 인지도 부족

∙ 카타르 단교사태 장기화 및 이란 제재 강화 등 역내
정치적 긴장 지속
∙ 국세청 신설 및 특별소비세 도입으로 추가 세제 개
편 가능성 존재
∙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 중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감소 우려

나. 비즈니스 유형별 진출 전략
(1) 품목별 진출 분야
■ 스마트 기기 (하드웨어류)

○ 진출 분야
- (유통망) 대형 유통망 입점, 전문 전자기기 매장, 온라인 판매 등
- (입찰 및 계약류) 주요 정부기관 입찰, 학교 및 민간기업 공급 계약 등
- (TASMU) TASMU 107개 유망 프로젝트 중 하드웨어 수요
○ 진출방안
- (유통망) 현지 에이전트 또는 해외직접투자(회사설립)을 통해 유통망 벤더등록 후 물품
수출 및 유통 추진
- (입찰 및 계약류) 현지 에이전트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스마트 기기입찰 및 계약
기회 모색
- (TASMU) 현지 에이전트 및 주요 통신사(Ooredoo, Vodafone Qatar), 직접 진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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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스마트 기기 프로젝트 참여 기회 모색

주요 유통채널
구분

주요 기업/기관

비고

대형유통망

현지 수입 에이전트를
통해 유통망별 벤더등록 필요

전자기기 매장

전자기기 매장을 운영하는
전자기기 수입 업체를 통해 직접 공급

통신사

통신사 벤더를 통해 공급하거나
직접 계약

온라인 판매

현지 수입 에이전트를 통해
주요 유통망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벤더등록 필요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 스마트 기술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 진출 분야
- (TASMU) 타스무 107개 유망 프로젝트 중 스마트 기술 수요
- (입찰 및 계약류) 주요 정부기관 입찰, 학교 및 민간기업 공급 계약 등
- (유통망) 대형 유통망 입점, 전문 전자기기 매장, 온라인 판매 등
○ 진출방안
- 소프트웨어, 콘텐츠, 서비스 등 아랍어 서비스 접목과 같은 현지화를 통해 시장 선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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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주처 및 협력 업체
주요 기업/기관

유망 협력 분야

MoTC(교통통신부)

TASMU 107개 프로젝트

Ooredoo, Vodafone(통신사)

TASMU 협력(TASMU 유망 Main Contractor)
5G 활용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등

월드컵 조직위(SupremeCommitee),
올림픽위원회(Qatar Olympic Committe),
어스파이어재단(Aspire Zone), 카타르관광청(QNTC) 등

월드컵 및 각종 중대형 스포츠 행사 관련
디지털 컨텐츠 수요 모색 가능

하마드국제공항(Hamad International Airport)

공항 내 디지털 기기류 및 소프트웨어,
컨텐츠 등 수요 모색 가능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2) 유형별 수출/진출 프로세스
■ 기술·제품 수출

○ 유통 구조 및 수출 절차
- 수입 에이전트를 통한 유통 및 최종사용자(End-User)에 대한 직접 수출 두 가지 방법
이 있음. 현지 수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해당 분야와 관련한 무역 라이선스 취득 필요
- 일반적으로 ICT 관련 기기는 원활한 A/S 및 기술지원을 위해 현지 바이어(수입 에이전
트) 통해 수입되고 있으나, 일부 최종사용처(통신사 등)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있음.
○ 필수 인증 취득 정보
- 정부에서 강제하는 필수 인증은 없으나 CE, ISO 또는 제품군과관련한 국제 유명 인증
보유 제품 선호
- 통신 및 보안 관련 기자재 등 일부 제품은 수입 전 유관기관 수입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에 따라 바이어를 통해 확인 필요
○ 금융 조달 방안
- 카타르개발은행(QDB)의 이뜨말 시드펀딩(Ithmar Seed Funding), 알다민 지급보증 프
로그램(Al-Dhameen) 활용
○ 진출전략 및 유의사항
- (유동적인 최소주문수량) 작은 시장규모(인구 279만명)를 감안해 현지 시장규모에 적
합한 최소주문수량(MoQ) 제안이 필요함. 시장 반응을 살펴보고 적합한 판매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초도 주문 물량에 대한 유동적인 대응 필요
❘ 254 ❘

PART 5. 카타르(도하무역관)

- (A/S 적시 제공)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ICT 관련 기기류의 기기고장 또는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적기 적시에 A/S 제공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 제고 필요
- (마케팅 협조) 현지 시장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바이어의 자체적인 마케팅 노력뿐만
아니라 수출업체(제조사/무역업체)의 협조도 요구됨. 또한 바이어가 주요 B2B, B2C 고
객에 활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자료를 제작하는 등 마케팅에 있어 협조적인
자세 필요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ICT 분야 업체 검색방법
① TASMU Digital Valley 홈페이지 Business Directory 접속
- https://tdv.motc.gov.qa/business-directory (약 1,200개사 정보 보유)
② 분야(Sector), 기술/서비스(Techinology/Service) 타입에 따라 검색하거나, 기업명을 검색창에 별도 입력해
기업 검색
③ 기업 정보(기업명, 소개자료, 홈페이지, 전화번호, 취급분야) 확인 후 협력 제안 관련 통화 또는 이메일 발송
* 일부 기업은 해외 기반의 기업일 수 있음에 따라 연락처(+974) 등 정보를 통해 카타르 기업 여부 확인 필요

■ 해외 직접투자
1) 단독투자

○ 외국인 단독투자
- 2019년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Law No. 1 of 2019)에 따라 외국인은 통상산업부를 통
해 100% 지분 투자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외 카타르금융센터(QFC), 카타르과학기술단지(QSTP), 카타르경제자유구역청(QFZA)
을 통해 외국인 지분 100%의 단독 투자 형태의 회사 설립 가능

외국인 단독투자 신청 기관별 정보
구분

내용

통상산업부
(MoCI)

∙ 주요 내용
- 모든 경제분야에 최대 100%까지 외국인 지분 투자 가능하며, 일부 사업분야는 내각이
정한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승인 불가할 수 있음. 사업 분야별 승인 가능여부와 투자절
차는 통상산업부 ‘Invest in Qatar’ 부서를 통해 문의 필요
∙ 진출 문의 연락처
- 홈페이지: www.invest.gov.qa
- 전화번호 : +974-4042-3344
- 이메일 : investinqatar@moci.gov.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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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카타르금융센터
(QFC)

∙ 주요 내용
- 핀테크 및 금융관련 서비스, 보험, 자산관리 컨설팅, 법률자문, 리크루팅, 프로젝트 관리,
설계, 교육, 세무회계, 광고홍보 등 전문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 분야에 진출 가능
하며, 단순 저임금 노동자를 채용하는 건설 및 일반 서비스 직종이나, 무역 등 직종으로
는 진출 불가. 사업 분야별 승인 가능여부와 투자절차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가능
∙ 진출 문의 연락처
- 홈페이지 : www.qfc.qa
- 전화번호 : +974-4496-7777
- 이메일 : contact@qfc.qa

카타르
과학기술단지
(QSTP)

∙ 주요 내용
- 기술 및 제품 개발, R&D, 고부가가치 제조업, 교육, 기술관련 컨설팅 서비스 등 분야
기업을 주로 유치하고 있으며, 현재 QSTP Free Zone에 입주한 기업은 약 40여개사가
있음. 보다폰,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과학기술 분야 다국적 기업으로 구성돼 있으
며, 일부 현지 기업(헬스케어분야 앱,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도 입주해 있음.
∙ 진출 문의 연락처
- 홈페이지 : https://qstp.org.qa/free-zone/
- 전화번호 : +974 4454 7070
- 이메일 : fz@qstp.org.qa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
(QFZA)

∙ 주요 내용
- 하마드공항 인근의 라스부폰타스(Ras Bufontas)와 하마드항구 인근 움알하울(Umm
Alhoul) 두 개 Free Zone으로 구성돼 있음. 중점 유치분야는 첨단기술(사이버보안, 지
능형 물류 및 교통, 인공지능, 농업 및 수자원 기술 등), 석유화학다운스트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신소재, 기타화학제품 등), 물류(전자상거래, 식품포장, 의약품 공급체인 등)
분야임. 아직 부지 조성을 진행 중으로 10개사 내외 기업이 진출해 있음.
∙ 진출 문의 연락처
- 홈페이지 : https://fza.gov.qa/apply
- 이메일 : investors@qfz.gov.qa

○ 진출전략 및 유의사항
- (신중한 진출 채널 선정) 진출 예정 분야에 대한 지원 사항과 사업 활동 허용 범위,
세금 혜택 등을 검토해 통상산업부(MoCI), 카타르금융센터(QFC) 등 진출 채널 중 가장
적합한 루트 선정 필요
- (사전 시장성 및 규제 검토)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와 관련한 카타르 내수시장 수
요 및 공급현황 분석, 수출 시장(카타르→해외) 진출 가능성, 사업 분야와 관련한 현지
규제사항, 원자재 및 인력 조달 가능성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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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작투자

○ 외국인, 카타르인 합작 투자
- 카타르 회사 형태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With Limited Liability,
W.L.L. 또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카타르 기업(인)과 공동 투자로 설
립하며, 외국 기업(인)의 투자 지분은 49%로 제한
- 합작법인 설립 절차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5,000달러 내외이나, 사업 분야나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 설립 절차는 일반적으로 2~3주 가량 소요
- 법인설립 절차는 통상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MoCI)를 통해 진행
- 과거 회사 설립 시 20만 리얄(한화 약 6천만 원)의 최소 자본금 조항이 있었으나 2015
년 부로 폐지

① 절차 1 : 기본 준비
○ 주주구성
- 스폰서 제도를 통해 유한책임회사 지분의 51% 이상을 카타르인(복수의 자연인 지정 가능)이
나 카타르 기업(카타르 100% 지분 보유기업)이 소유
- 유한회사 주주는 최소 1명에서 최대 50명까지 가능
- 현지 카타르인 스폰서 발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업체를 통해 스폰서 연결 서비스 이용 가능
* Trust Link (www.trustlinkqatar.com), Helpline Group (www.qatarhelplinegroup.com), Venture
Partner (www. vpqatar.com)

○ 법인명(Trade Name) 선택
- 현지에서 사용할 법인명 3개를 준비하며, 중복된 법인명이 없는 경우 3개 중 택일
- 회사명에 업종이 반영되도록 선택 (예: Trading Co., Cement Co. 등)
○ 결의서 및 위임장
- 해외(한국)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카타르 진출 시 법인설립 결의서와 현지 절차 진행을 위한
위임장 준비 필요하며, 결의서는 본사 의결권자의 결재 필요
-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등본, 본사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등과 함께 결의서 및 위임장을 제출
하며, 모든 서류는 법무법인의 번역공증(한-영)을 거쳐 대한민국 외교부 공증 후 주한카타르
대사관 공증이 필요하고, 다시 현지에서 아랍어 변역 후 카타르 외교부 공증 진행
○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아랍어 또는 아랍어+영어)
- 법무부 레터헤드 양식에 법인명, 주주구성, 주주권한, 서명권자, 업종, 주소, 자본금, 이익배
분율 등 명시한 정관을 인쇄하고, 총 주주 수 + 1부를 준비하여 1부는 통상산업부로 제출,
나머지는 주주가 각자 보관함. 카타르 법무부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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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절차 2 : 상업등록(Commercial Registration, CR)
○ CR 발급 신청서 제출
- 정관, 법인명 예약증 등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카타르 스폰서 신분증, 외국인 파트너 신분증
(여권)과 함께 법인설립 신청서 작성 후 통상산업부로 제출
- CR 발급 완료 후 카타르 상공회의소(Qatar Chamber)에 사업체가 등록됨.
○ 무역 라이선스(Trade Licence) 발급
- 법인 소재지의 자치구역 관청(도하의 경우 Doha Municipality)를 통해 신청
- 법인 사무실 계약서, 소방시설 인증, 수전력청 등록번호(Kahramaa Number), 간판 디자인
사본 제출(영어, 아랍어 병기해 사진 상 실제 규격을 명시해 제출)
○ 컴퓨터 카드(Computer Card) 발급
- 서명권자에 대한 정보를 담은 카드로 카타르 노동부(MADLSA) 및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를 통해 발급하며, 회사 직인 제작 후 스폰서를 포함한 서명권자 등록 필요
- 컴퓨터 카드는 비자 신청, 은행 거래 결재권자 확인 등의 용도로 사용하며, 카드 발급 후
전자정부 사이트 후쿠미(Hukoomi) E-Service를 통해

노동부(MADLSA)로 국적 및 직무별

노동자 정원(Quota)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본금 납입
- 카타르 내 은행 중 자본금을 납입할 은행을 선택 후 서류 제출 및 계좌 개설 진행 (CR 발급
후 30일 내 지정한 자본금 납입 필요)
- 서명권자 신분증, 회사 CR, 정관, 무역라이선스 사본과 납입할 자본금을 준비해 계좌 개설신
청서 양식과 함께 제출
○ 세금카드(Tax Card) 발급
- CR 발급 후 30일 내 국세청(General Tax Authority)을 통해 신청

○ 진출전략 및 유의사항
- (신중한 파트너 선정) 현지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파트너 발굴 필요.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49%로 제한돼 스폰서와 분쟁
발생 시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편으로,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조건(이윤 배분,
역할 등)에 대해 꼼꼼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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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지 지원기관 및 수요기업에게 듣는 진출 노하우
카타르 바이어에게 듣는 카타르 진출 노하우
업체명

Candidzone

인터뷰 응답자

Muwawar Firoz

취급품목

IT 서비스(AR/VR, E-Learning 등)

유형

민간기업

진출 노하우

카타르는 최근 교육, 물류,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 수요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현지 시장 수요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디지털 기술 제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카타르 시장 진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리드타임과 샘플을 꼽고 싶다.
1) 리드타임 : 수요처에서 필요한 시기에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기술이
실제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중요했다. 간단한 질문 등에도 수일이 소요
되거나, 적시에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
2) 샘플 : 많은 제품이 동일하겠지만 기술 분야 제품은 특히 실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중요
하다. 온/오프라인 데모 제품을 통해 수요처에 마케팅할 경우 단순 카탈로그를 보여주는 것
보다 효과적이다.

현지 정부 기관에게 듣는 카타르 진출 노하우
기관명

교통통신부(MoTC)

인터뷰 응답자

비공개

산업분야

ICT 전반

유형

정부부처

진출 노하우

교통통신부는 정부 중장기 발전전략인 QNV2030의 일환으로 ICT 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시행중인 TASMU 프로그램을 통해 2022년까지 교통, 물류, 헬스
케어, 환경, 스포츠와 같은 5대 분야에 ICT 기술 접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107개 프로젝트
를 통해 실현 예정이다. TASMU 프로젝트는 매년 20여개씩 발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 기
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 통신사나 주요 통신사와 일하는 협력 벤더, ICT 분야 주요 기업들
과 협력을 통해 진출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창업 지원 기관에게 듣는 카타르 진출 노하우
기관명

QBIC(Qatar Business Incubation
Center)

인터뷰 응답자

Head of Strategic Initiatives and
Business Collaborations

산업 분야

창업 지원

유형

정부·유관기관

진출 노하우

QBIC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과 사업자를 두
고있는 기업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
국인이라면 카타르인 파트너를 두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며, 일부 사례에 한해 카타르인 파트
너 없이도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사무공간을 제공받고 실제
판매 실현까지 사업안을 구체하기에 적합하다. 현지인 사업 파트너가 필요한 경우 ‘Mix &
Match’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수도 있다. QBIC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멘토
링 등 여러 지원 과정을 통해 대부분 3개월 내 사업자 등록(CR)을 내고 있다.
한편, QBIC은 현지 통신사 우리두(Ooredoo)와 함께 디지털 기술 분야 기업을 지원하는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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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yond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분야 기업은 QFC같은 클러스터를 통해
100% 지분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파트너 없이도 프로그램 참여가 수월한 편이다. QBIC 프로
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업 일정을 확인하고 지원해
보길 바란다.

라.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카타르 기업 Contactless사의 카타르 창업 성공 사례
생산제품

관객 입장 관리 솔루션

설립년도

2014

위치

카타르

고용인원

N/A

성공요인

행사 관객 입장 시 사전 등록 및 입장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구상하게 된 사업으
로 Contactless를 통해 행사 관객 입장 관리 솔루션을 개발함. QBIC(Qatar Business
Incubation Center)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진출을 모색함.
사업 구상 초기에는 시장규모가 작은데다 아직 구체적인 판로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업장을
렌트하고 기타 제반비용을 지출하기엔 부담되었음. Contactless는 효과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공간과 멘토링 프로그램, 금융지원 기회까지 주어지는 QBIC의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을 활용하기로 했고, 2014년 시장에 공식 진출함. 이후 수년간 카타르국제보트쇼, 아랍소셜미디
어포럼, QBIC데모데이 등 다양한 행사에서 Contactless의 관객 입장 관리 솔루션이 활용되고
있음.

기타제언

사업 아이디어 구상 단계 및 사업 시작 단계의 기업은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진출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멘토링도 받을 수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활용해 볼 수 있음.

A사의 카타르 진출 실패 사례
생산제품

결제단말기

설립년도

비공개

위치

한국

고용인원

비공개

실패요인

결제단말기를 취급하는 A사는 2016년 카타르 시장 진출을 위해 카타르에 방문함. 당시 카타르
의 단말기는 미국의 베리폰(Verifone)과 프랑스의 인제니코(Ingenico) 제품이 널리 이용되고
있었으며, 해당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했음. A사는 카타르 내 은행을 만나 사업
제안을 시도했지만 ① 한국 내에서도 인지도가 낮고 해외 적용사례가 없는 점, ② 단말기 1대
가격이 현재 은행에서 취급하는 제품보다 3배 이상 비싼 점, ③ 현지 에이전트가 없는 점을 주
요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임. 은행에서는 결제단말기를 도입하기에 앞서 적용사례
나 보안 문제, 가격 등 여러 요인을 검토해야 했고, 중요 요인들이 요구조건과 맞지 않아 결국
A사는 카타르 진출을 보류하게 됨.

기타제언

금융, IT, 보안 등이 다각적으로 관여돼 있음에 따라 진출 추진 전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함.
가격 경쟁력 확보도 관건이지만 마케팅 및 사업개발, 원활한 규제 및 정책 동향 파악, 적시 A/S
제공 등을 위해 현지 에이전트 선임이나 현지 투자진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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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가. 현지 파트너십 희망 기업/단체 리스트
산업 분야
(관심 분야)

스마트교통, 스마트러닝 등

취급 품목

E-Learning, 출입통제장치 등

업체명

Candidzone

설립년도

2014

홈페이지
주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한국과의
희망협력 형태
비고

www.candidzonetech.com
Office No. 111, Markas Almana, Old Airport Road, Doha, Qatar
+974 4037 2807
info@candidzonetech.com
스마트 교통 및 스마트러닝 관련 분야 협력 제안건 검토 희망(TASMU 프로그램 활용을 지속
추진 중이며, 코로나19에 따른 스마트 기기류 및 E-learning 등 분야 수요 대응 중)
KOTRA 도하무역관으로 문의 요망 (+974 4016 2603)

산업 분야
(관심 분야)

스마트팜 (관심분야)

취급 품목

농자재, 씨앗류 등

업체명

SAIC (Al Sulaiteen Agricultural &
Industrial Complex)

설립년도

1998

홈페이지
주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한국과의
희망협력 형태
비고

www.saic.com.qa/saic
Office No: 10, 2nd Floor, Building No. 02, Financial Square Al Emadi - Near Muntaza
Signal, C-Ring Road, Doha, Qatar
+974 4032 0111
info@saic.com.qa
농자재 수입 및 스마트팜 기술 협력 제안건 검토 희망
(한국 스마트팜 기술 제안건 검토 및 한국 출장 경험 있음)
KOTRA 도하무역관으로 문의 요망 (+974 4016 2603)

산업 분야
(관심 분야)

핀테크, 교육 등 (관심분야)

취급 품목

핀테크 서비스

업체명

Premier Fintech LLC

설립년도

2019

홈페이지
주소
대표 전화번호

www.premier.com.qa
QFC Tower 2, West Bay, Doha, Qatar
+974 307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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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메일
한국과의
희망협력 형태
비고

info@premier.com.qa
핀테크 및 교육 분야 관련 품목 및 기술 협력 제안건 검토 희망
(품목 시장성에 따라 현지 기업 및 금융기관 대상 마케팅 가능)
KOTRA 도하무역관으로 문의 요망 (+974 4016 2603)

현지 주요 ICT 기업 리스트
기업명

홈페이지

Grapple Technologies www.grappletechnologies.com

연락처

주요 분야

출입통제장치, CCTV,
+974 4001 0944
유통망 IT 솔루션, 기타
reach@grappletechnologies.com
소프트웨어

Malomatia

www.malomatia.com

+974 4499 2829
contactus@malomatia.com

이러닝, IT 컨설팅,
사이버보안, 기록 관리
시스템 등

Salam
Technology

www.salamtechnology.com

+974 4487 4966
info@salamtechnology.com

스토리지, 출입통제,
사이버보안, 문서 관리
시스템 등

Mannai ICT

www.mannai-ict.com

+974 4455 8888I
nfo@mannai.com.qa

IT 인프라,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
사이버보안 등

Adax Business
Systems

www.adaxbs.com

+974 4468 5049
sales@adaxbs.com

출입통제장치, AV시스템,
인터폰, 통신케이블 등

Electra
(Al Shaghari)

www.electraqatar.com

+974 4001 6386
electra@qatar.net.qa

CCTV, 통신케이블,
화재경보 등

Ali Bin Ali Technology Solutions

www.abats.com.qa

+974 4405 6704
abats@alibinali.com

스토리지, PoS ,
모빌리티,
기업 정보 관리 솔루션 등

Almana Digital
Security Systems

www.almanadigital.com

+974 4407 3006
hello@almanadigital.qa

네트워크 인프라,
출입통제, 스토리지
솔루션 등

Traffic Tech

www.traffic-tech.com

+974 4000 9700
support@technoq.com

교통 표지판, 출입통제 및
교통(주차 등) 관련
솔루션

자료원 : TASMU Digital Valley (Business 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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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금 조달 가능 기관 리스트
산업 분야

금융기관

유형

정책금융

기관명

카타르개발은행(QDB)

설립년도

1997

자산규모

2조 7,400 억 원

고용인원

홈페이지
주 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자금 지원 영역
비고

www.qdb.qa
Grand Hamad Street, Doha, Qatar, P.O.Box 22789
+974 4430 0000
info@qdb.qa
1) 이뜨말 시드펀딩(Ithmar Seed Funding) : 카타르인 또는 카타르인 파트너를 둔 사업자 대상
2) 알다민 지급보증 프로그램(Al-Dhameen) : 카타르인 기업 및 합작기업 대상
동 보고서 17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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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쿠웨이트 스마트테크 육성 정책 개요

가. ICT 및 응용 산업 현황
■ 국가 산업 구조 및 특징
세부 적용 분야
∙
∙
∙
∙
∙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시티(ITS 제외) / Smart Cities
러닝 / Smart Learning
헬스케어 / Smart Healthcare
정부(보안, 관광 포함) / Smart Government
팜 / Smart Farm

○ 산업 규모 (GDP by Industry Category)
- 쿠웨이트 ICT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총 16억 7천만불 규모이며, 최근 5년간
6.5~17%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산유국답게 전체 GDP 중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며, ICT 산업 비중
은 1%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자국의 ICT 산업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 쿠웨이트의 전반적인 ICT 산업의 수준은 무선통신인프라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걸
음마를 시작하는 수준이다.

쿠웨이트 ICT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GDP 중 ICT산업 비중

0.9%

0.9%

1.2%

1.2%

1.2%

규모 (GVA; 총부가가치)

1,162

1,362

1,465

1,568

1,671

증감률

12%

17%

7.5%

7%

6.5%

자료원 : Fitch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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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ICT 산업별 발전 전략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주요 국가 전략

연관 기술

관련 부처

스마트 시티
(ITS 제외)

쿠웨이트는 New Kuwait 203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35년까지 약 24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10개 신도
시 건설을 추진 중

IoT, 5G,
스마트그리드,
보안시스템 등

주거복지청
(PAHW)

스마트 러닝

코로나19 사태 이후, 쿠웨이트보건부는 이러닝 및 원격
교육 솔루션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어, 다양한 발전방
안 모색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비용의 공공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헬스케어분야 국가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원격진료, AI,
Silver Care 등

보건부(MOH)

스마트 정부
(보안,관광포함)

정부의 투명성, 효율성 강화는 New Kuwait 2035의 7개
축 중 하나로, 다양한 스마트정부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AI, 빅데이터,
사무자동화 등

전부서

스마트 팜

코로나19 사태로 물류파동 및 Supply Chain 붕괴로 자국
산 농산물에 대한 생산능력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

AI, 빅데이터,
IoT 등

농수산청
(PAAFR)

5G, VR/AR,
원격교육 플랫폼, 교육부(MOE)
콘텐츠 등

자료원 : 관련부처 홈페이지

쿠웨이트 ICT 산업별 시장성
구분

시장 규모
(2018년)

스마트 시티
(ITS 제외)

N/A

발주처 : 쿠웨이트 주거복지청(PAHW)
프로젝트 : The South Saad Al Abdullah Smart City Project

N/A

발주처 : 쿠웨이트 교육부(MOE)
프로젝트
- The first phase of an e-learning Project
- The National Learning Standards Projects

N/A

발주처 : 쿠웨이트 보건부(MOH)
프로젝트
- The Activation of the Health Information Project
- The Kuwait Medical City Project

스마트 정부
(보안,
관광포함)

N/A

발주처 : 법무부, 정보통신부
프로젝트
- The E-Government Projects for the Justice Sector
- The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Project

스마트 팜

N/A

발주처 : 쿠웨이트 농수산청(PAAFR)
프로젝트 : The construction of specialized integrated and
advanced agricultural systems project

스마트 러닝

스마트
헬스케어

자료원 : 관련부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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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시장 전망 (ICT Market Outlook)
- 스마트폰 시대 이전까지의 ICT와 인터넷 분야 발전은 더딘 편이었으나, 스마트폰 등장
이후 급격하게 디지털화를 이루고 있다.
- 쿠웨이트의 2019년 총 인구수는 약 440만명 수준이나, 무선전화 가입회선은 665만개에
이를 정도로 ICT 시장에 대한 적응이 빠르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다.
-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다양한 ICT 분야에 대한 관심과 높아지고 있으며, 인근
GCC국들과의 경쟁심리로 인해 최신 ICT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적극적으
로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 인프라 현황

○ 하드웨어 인프라
- 높은 모바일 서비스 이용률 : WEF에 따르면, 1명이 평균 1.3 회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세계 11위 수준
- 광통신 전용선 설치 비율 : WEF에 따르면, 유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100명
당 1.7명이며, 세계 59위 수준
- 5G기술 상용화 : 2019년부터 3대 통신사가 모두 5G기술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2020년
까지 총 32만 5천명의 인구가 5G 서비스에 가입 할 것으로 예상
○ 소프트 인프라(R&D 환경, 인적요소 포함)
- 쿠웨이트 소프트웨어 시장 비중은 전체 GDP 대비 매우 낮으며, 특히 기술과 지식이
있는 전문 인력들도 매우 부족
- 통신사, 국영기업, 은행 등은 2000년대 이후 부터 ERP 등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
여 사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ICT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SW 역량을 증대하고자 함
○ 사업 및 투자 환경(규제, 지적 재산권 포함)
- 쿠웨이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ICT 기술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외국기업들에 대한 협업수요가 다대
- Microsoft, 화웨이 등 다양한 글로벌 ICT 기업들이 쿠웨이트에 진출해 있으며, 쿠웨이
트 정부 역시 기술력을 가진 ICT 기업들을 쿠웨이트에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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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성숙도
- 현재 쿠웨이트 ICT 시장의 성숙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특히 SW 분야는 이제 막 시
작되는 단계이나, 민·관 모두 ICT 관련 관심이 높고 투자 의지가 있어 앞으로의 높은
성장이 전망

근거 예시 1 : UAE의 CISCO 디지털 준비성 지수
지표명
(Index Component)

참고지표
(Metrics)

Basic Needs
/ 0–4 (best)

∙ Life Expectancy UN, 2017
∙ Mortality Rate (Under Age 5) UNIGME, 2017
∙ Population Using Safe Drinking Water Services World
Health Organization & UNICEF, 2015
∙ Access to Electricity World Bank, 2016

3.66

49

Business &
Government
Investment
/ 0–3 (best)

∙ Foreign Direct Investment IMF, 2017
∙ Research & Development Expenditure UNESCO, 2017
∙ Investment Freedom Heritage Foundation, 2019

1.14

91

Ease of Doing
Business
/ 0–4 (best)

∙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World Bank, 2019
∙ Rule of Law World Justice Project, 2019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 Infrastructure
Rating World Bank, 2018
∙ Time to Get Electricity World Bank, 2018

2.38

71

Human Capital
/ 0–4 (best)

∙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ILO, 2018
∙ Adult Literacy Rate UNESCO, 2017
∙ Education Index (Years of School) UN Development
Program, 2017
∙ Harmonized Test Score World Bank, 2018

2.52

71

Start-Up
Environment
/ 0–3 (best)

∙ New Business Density World Bank, 2016
∙ Patents Granted & Trademarks Registered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17
∙ Venture Capital Investment & Availability Center for
American Entrepreneurship, 2017

0.42

52

Technology
Adoption
/ 0–3 (best)

∙ Mobile Device Penetration ITU, 2017
∙ Internet Usage ITU, 2017
∙ Cloud Services (Spend, IT Forecast Data) Gartner, 2018

1.69

12

Technology
Infrastructure
/ 0–4 (best)

∙ Mobile Broadband Subscriptions ITU, 2017
∙ Fixed Broadband Subscriptions ITU, 2014
∙ Secure Internet Servers Netcraft, 2018
∙ Household Internet Access ITU, 2017

1.55

47

합계
자료원 : CISCO Digital Readiness Index 2019, 총 141개국 중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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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CT 및 응용 산업 육성 정책 및 우대분야
■ 쿠웨이트 사이버 보안을 위한 국가전략

○ 목표 (Goals)
-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의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 및 산업성장 촉진
- 지속 가능한 ICT 개발 전략과 연계 프로젝트 수행
○ 내용 (Contents)
- 대학 등 사이버 보안 커리큘럼 개설
- 사이버 테러 관련 보안운영센터(SOC) 및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NCSC) 운영
-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심층방호체계 구축
- 민관협력 사이버 정보보안 파트너쉽 구축
- 국제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참여
○ 우대 분야 (Preferred fields/Items)
- 정보보안, 빅데이터
■ 인터넷 광대역망 및 기반시설 확대 정책

○ 목표 (Goals)
- 쿠웨이트의 낙후된 인터넷 광대역망 및 기반시설 고도화를 통해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
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토 전역에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내용 (Contents)
- 통신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기반시설 구축
- 신규 광대역망 설치 및 기존 광대역망 확대
- 상용 주파수 확대 등
○ 우대 분야 (Preferred fields/Items)
- 광대역장비, 통신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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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CT 및 응용 산업 촉진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
■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 CITRA(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gulatory Authority)
- 쿠웨이트는 2014년 정보통신부가 담당했던 통신 및 정보기술 규제 업무를 수행할 새로
운 규제기관 CITRA를 설립
- 빠르고 안전한 통신환경과 진보적인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도록 적합한 규제 및 감독역
할을 수행하며, ICT에 대한 투자확대 및 투자환경 조성,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정책 제공
○ CAIT(Central Agency for Information Technology)
- 2006년에 설립된 CAIT는 전자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고안 및 구현하는 업무를 담당하
며, 쿠웨이트 정부 온라인 포털(e.gov.kw), 데이터센터, 법률 시스템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
- 정부 및 민간분야 ICT 분야 종사자를 위한 정보 시스템 관련 기술과 활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주요 국부펀드 및 외자 유치 현황

○ ICT 분야 지원 관련 국부펀드 및 외자 유치 관련사항 없음
■ 정책 금융 지원 현황

○ Industrial Bank of Kuwait (Finance/ Fund 1)
- 1973년 쿠웨이트 정부에 의하여 설립된 쿠웨이트 산업은행은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여,
쿠웨이트 민간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
- 기업들에게 중장기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산업 프로젝트의 투자자 역할을 수행하여
민간산업을 지원
- 특히 산업은행의 Al Senai 포트폴리오는 총 사업비 5천만 쿠웨이트 디나르의 예산을
이슬람 중소기업들에게 지원
○ SME Fund (Finance/ Fund 2)
- 2013년 4월, 쿠웨이트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와, 민간부분 경제 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국가 기금(SME 기금)을 설립
- 총 20억 달러 규모이며, 자국민이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80%의 자금을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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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원
- 근로자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최대 지원한도는 50만 쿠웨이트 디나르
- ICT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비중(31%)을 차지하고 있음

SME Fund 분야별 투자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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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및 응용 산업 진출 · 협력 유망 분야

가. 스마트시티
(1) 5G
○ 기술 도입 주요 트렌드(Trends of technology adoption)
- 쿠웨이트는 2018년 12월부터 5G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통신 3사(Viva,
Ooredoo, Zain) 모두 5G 서비스를 제공 중
- 5G 기술은 스마트폰 통신 사용되는 일반 B2C 서비스 뿐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등 고도의 ICT 기술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로써 향후 쿠웨이트의 ICT 분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 현재 쿠웨이트 통신사들은 중국의 통신기업인 Huawei와 기술협약을 맺고 5G 뿐 아니
라,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공공분야 ICT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협력을 진행 중
○ 수입/도입 현황 (Import·Adoption trend)
- 5G 관련 장비의 중국(Huawei)제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음

쿠웨이트 기술·제품 수입 상위 품목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8517

수입금액
2016

2017

2018

전년대비
증가율

*주요 수입 대상 국가
(‘19 기준, 상위 5개국)

전화기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 1,297
수신용 그 밖의 기기

1,874

1,749

-6.7

중국(73%), 베트남(18%), 인도(3%),
미국(1%), 말레이시아(0.7%),
한국(6위, 0.6%)

HS code

품 목

자료원 : Trademap

○ 경쟁 동향(Market Competition of Technologies·Products, Brands and Companies)
- 5G 통신장비의 경우 중국 Huawei의 제품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며, 5G 휴대전화의 경
우 삼성, 애플 제품과 저가형 중국 휴대전화가 삼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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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사용 기술·제품 주요 브랜드 및 제품
(단위 : %)
적용분야

관련 품목
HS code

5G 통신기기

851762

휴대전화

851712

품목명
(브랜드)

원산지
(본사)

인기비결

Huawei

중국

화웨이의 빠른 시장선점전략 주효

Net Gear

미국

미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Galaxy

한국 등

인지도 및 성능

iPhone

중국

인지도 및 성능

Huawei

중국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자료원 : 무역관 조사

○ 우리 기술·제품 진출 현황 (Korean technologies·products used in the country)
- 5G 관련 하드웨어의 수출은 휴대전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함

對한국 기술·제품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HS code

품 목

851712

휴대전화

대한수입금액

전체국가 중 대한수입비중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전년대비
증가율

6.4

11.6

9.5

0.6

0.8

0.7

-18

자료원 : 관세청 수출통계

○ 도입·수입 관련 규제 (Import Regulation for Adoption)
- 관세는 5%이며, 전자제품 수출을 위해 CE등의 인증이 요구
(2) IoT
○ 기술 도입 주요 트렌드(Trends of technology adoption)
- 쿠웨이트 정부는 전국적인 IoT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IoT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
- 특히 통신사들과 Huawei, Ericsson 등 글로벌 통신기업들과의 협업이 적극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
-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Zain과 Ericsson이 수행 중인 IoT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 및 수
도시스템, 화웨이의 IoT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시스템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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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도입 현황 (Import·Adoption trend)
- IoT 관련 모든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음

쿠웨이트 기술/제품 수입 상위 품목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수입금액
2016

2017

2018

전년대비
증가율

스마트카드

15

23

6

-74

중국(70%), UAE(5%), 싱가포르(5%),
말레이시아(3%), 미국(3%)

측정용기기

18

34

37

9

싱가포르(40%), 미국(17%), 독일(13%),
중국(8%), 영국(3%), 한국(6위, 2%)

HS code

품 목

852352
903180

*주요 수입 대상 국가
(‘18년 기준, 상위 5개국)

자료원 : Trademap

○ 경쟁 동향(Market Competition of Technologies·Products, Brands and Companies)
- IoT에 포함되는 품목들이 워낙 다양하여, 그만큼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하여 있음
- IoT 시장은 B2G, B2B, B2C 분야가 모두 존재하며, 한국기업들의 IoT 제품들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활용되고 있음

쿠웨이트 사용 기술·제품 주요 브랜드 및 제품
(단위 : %)
적용분야

AI
스피커
홈 모니터링
카메라

관련 품목
HS code

품목명
(브랜드)

원산지
(본사)

인기비결

851769

Google Home

중국

쉬운 UI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

851769

Amazon Echo

중국

쉬운 UI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

852580

Dlink

중국

합리적인 가격과 모던한 디자인

자료원 : 무역관 조사

○ 우리 기술·제품 진출 현황 (Korean technologies·products used in the country)
-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중국제 등 저가제품 대비 높은 가격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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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한국 기술·제품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대한수입금액

전체국가 중 대한수입비중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전년대비
증가율

스마트도어락

0.1

0.7

0.3

2

9

3

-66

852580

CCTV

0.8

1.1

0.3

3

3

1

-66

903180

측정용기기

0.4

15

0.8

2

45

2

-95

HS code

품 목

830140

자료원 : 관세청 수출통계

○ 도입·수입 관련 규제 (Import Regulation for Adoption)
- 관세는 5%이며, 전자제품 수출을 위해 CE등의 인증이 요구

나. 스마트팜
(1) 지능형 관개 시스템
○ 기술 도입 주요 트렌드(Trends of technology adoption)
- 외부자연환경이 가혹한 쿠웨이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시
스템 도입에 적극적
- 특히 근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과 글로벌 농산물 수급 공급망 붕괴가 현실
화되자, 농산물 자급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짐
- 현재 정부와 민간 양쪽에서 스마트팜 관련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온도, 습도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개 시스템과,
주어진 환경을 분석하여 최적의 작물과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임
○ 수입/도입 현황 (Import·Adoption trend)
- 전통적인 농업 관련 기계 등의 수입은 꾸준히 발생하나, 스마트팜 관련 수입 및 도입은
아직 유의미한 데이터가 없으며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
○ 경쟁 동향(Market Competition of Technologies·Products, Brands and Companies)
- 독일 기업 SAP, Viessmann 등이 현지 스마트팜 시장에 진출하여 있으나, 쿠웨이트 스
마트팜 시장 자체가 크지 않고,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 아직까지 주도적인 플레이어
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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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술·제품 진출 현황 (Korean technologies·products used in the country)
- 팜에이트, 코리아휠 등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이 쿠웨이트 정부기관들과 스마트팜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를 논의 중

다. 현지 산업 클러스터 현황
(1) 전체 클러스터 개황
쿠웨이트 산업 단지 개황

□ 개발 연혁
○ 영국에서 해방 (1962년)된 이후 1965년부터 산업 개발 시작
○ 1996년 쿠웨이트 상공부 산하 산업단지 관리 및 개발 전담부처 (PAI)를 신설하고 산업단지 개
발을 본격화함
□ 주요 관리 주체
○ Public Authority of Industry (PAI/쿠웨이트 산업청)
□ 주요 산업단지 내역
순번

지역

산업지대명

설립
연도

웹사이트

주요 제조 품목

1

Al-Ahmadi

Shuaiba East,
Shuaiba West Industrial Area

N/A

N/A

정유, 석유화확, 엔지니어링, 금속,
자동차/선박 수리 등

2

Capital

Shuwaikh Industrial Area

N/A

N/A

자동차정비, 발전/담수, 항만/물류,
수산물냉동, 주택조립 분야 기업

3

Mubarak
Al-Kabir

Subhan Industrial Area

N/A

N/A

전기, 식품, 음료, 발전기기

4

Al-Jahra

Al-Sulaibiya Industrial Area

N/A

N/A

알루미늄 가공, 플라스틱, 인쇄, 벽돌,
화학, 건축기자개 등

5

Al-Farwaniya

Aridya Industrial Area

N/A

N/A

N/A

자료 : 쿠웨이트 산업청 (PAI)

□ 최근 변화 동향
○ PAI는 산업다각화를 위한 쿠웨이트의 중장기 개발계획(New Kuwait 2035)을 달성하기 위해
비석유 분야 육성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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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주요 클러스터 현황
■ 슈와이바(Shuaiba) 산업단지
1) 단지 개요

○ 위치(location and address)
- 쿠웨이트시 남쪽으로 50킬로미터 정도 덜어진 Al-Ahmadi의 항구에 위치
- 주소 : Shuaiba Industry, Ahmadi Area, Kuwait

슈와이바 산업단지 위치

○ 총 면적 (gross area)
- 동편 슈와이바는 1천만 평방미터, 서편 슈와이바는 1.3천만 평방미터로 구성
○ 단지 구성 (Composition)
- 쿠웨이트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 산업단지이며, 총 37개 기업이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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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aiba West

Shuaiba East

○ 유치 업종 (attracting field)
- 석유화학 분야의 기업들이 가장 많으나, 이 외에도 종이, 유리 등의 제조업 제품들도
생산
○ 입주 현황 (number of occupant company)
- 총 37개 기업, 43개 공장이 입주
2) 입지 여건 (Conditions for Occupancy)

○ 인프라/교통 환경 (Infrastructure/Transportation environment)
- 쿠웨이트 최대의 산업단지로 석유 관련 기업들이 밀집하여 있음
- 항구와 인접하여 수입 및 수출, 물류비 산출에 유리
○ 기타 여건 (Others)
- 석유화학 분야 기업들이 밀집
3) 산업 환경 (Industrial environment)

○ 입주기업에 한해 PAI에서 창고 및 산업 용지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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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 기관 (Management Authority) : PAI(Public Authority for Industry)

5) 입주(투자) 조건 (Condition for move in)

○ 제출 서류 및 절차 (required documents and procedures)
- 쿠웨이트 기업 혹은 GCC 기업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며, 국내기업 등 외국기업이 입주
및 공장설립을 희망할 경우 쿠웨이트 기업과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입주가 가능
- 제출서류 : 타당성조사결과, 사업계획서, 지원자 신분증, 장비 및 기계 카달로그, 신청
인 혹은 대리인 서명 등
○ 세금 혜택 (tax benefit)
- 입주기업에 한해 설비 및 기계 수입 관세 면제
○ 자금 지원 (fund/loan support)
- 쿠웨이트 산업은행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는 쿠웨이트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000KD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
① 원료를 들여와 반제품, 혹은 완제품으로 제조하는 산업 분야
② 기계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공예 분야
③ 기타 은행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분야
○ 기타 인센티브 (others incentives)
- New Tender Law에 따라 쿠웨이트 공공 프로젝트는 쿠웨이트 제품을 10% 이상 구매
하여 사용하여야 함
6) 주요 입주 업체 (Major companies)
회사 로고

회사명

웹사이트

사업 현황

National Industries
Company

www.nicbm.com

중동에서 가장 큰 건축자재 및
인프라 제품 제조기업 중 하나

Kuwait National
www.knpc.com.kw
Petroleum Co. (KNPC)

Kuwait Oil Company

www.kockw.com

쿠웨이트 국영 석유기업

쿠웨이트 국영 석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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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반(Subhan) 산업단지
1) 단지 개요

○ 위치(location and address)
- 쿠웨이트시에서 남쪽으로 18 km 떨어져 있으며, 쿠웨이트 공항 근처에 위치
- 주소 : Subhan Industrial Zone, Mubarak Al-Khabir, Kuwait

슈반 산업단지 위치

○ 총 면적 (gross area)
- 23만 평방미터
○ 단지 구성 (Composition)
- 65개 공장 및 물류시설과 식당 등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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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 업종 (attracting field)
- 건설자재, 플라스틱, 섬유 및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 공장이 입주
○ 입주 현황 (number of occupant company)
- 65개 공장 및 100개사 이상의 소기업 입주
2) 입지 여건

○ 인프라/교통 환경 (Infrastructure/Transportation environment)
- 쿠웨이트 공항과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항공편을 위한 운송에 적합
○ 기타 여건 (Others)
- 작은 규모의 산업단지이며 다양한 분야의 소규모 기업들이 입주
3) 산업 환경

○ 입주기업에 한해 PAI에서 창고 및 산업 용지 제공 가능
4) 관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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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투자) 조건

○ 제출 서류 및 절차 (required documents and procedures)
- 쿠웨이트 기업 혹은 GCC 기업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며, 국내기업 등 외국기업이 입주
및 공장설립을 희망할 경우 쿠웨이트 기업과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입주가 가능
- 제출서류 : 타당성조사결과, 사업계획서, 지원자 신분증, 장비 및 기계 카달로그, 신청
인 혹은 대리인 서명 등
○ 세금 혜택 (tax benefit)
- 입주기업에 한해 설비 및 기계 수입 관세 면제
○ 자금 지원 (fund/loan support)
- 쿠웨이트 산업은행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는 쿠웨이트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000
KD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
① 원료를 들여와 반제품, 혹은 완제품으로 제조하는 산업 분야
② 기계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공예 분야
③ 기타 은행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분야
○ 기타 인센티브 (others incentives)
- New Tender Law에 따라 쿠웨이트 공공 프로젝트는 쿠웨이트 제품을 10% 이상 구매
하여 사용하여야 함
6) 주요 입주 업체 (Major companies)
회사 로고

회사명

웹사이트

사업 현황

MPC factory

www.almatrookpaintf
actory.com

1968년도 설립된 쿠웨이트에서
가장 큰 페인트 업체 중 하나

Petra Food
Manufacturing

www.petrafood.com

유제품, 아이스크림, 케이크, 주스
등을 생산하는 식품기업

www.unibevkw.com

쿠웨이트의 펩시콜라 에이전트이며,
생산공장을 보유한 쿠웨이트
음료분야 1위 기업

United Beverage
Company K.S.C.C
(Pepsi Cola Ku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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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웨이트 스마트 테크 진출 전략

가. SWOT 분석
Strengths

∙ 다양한 공공부문 ICT 프로젝트
∙ 적극적인 ICT 분야 기술기업 유치정책

Opportunities

∙ 한국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높은 신뢰도
∙ ICT분야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다대

Weaknesses

∙ 작은 시장규모와 부족한 전문인력
∙ 열악한 인프라와 행정처리의 불투명성

Threats

∙ 유가에 따른 경기변동 가능성 다대
∙ 코로나19로 인한 프로젝트 발주 지연
∙ 공공 프로젝트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가격경쟁의 어
려움

나. 비즈니스 유형별 진출 전략
■ 에이전트 계약을 통한 수출

○ 방법, 절차 등
- 외국회사는 대리 계약을 통해 쿠웨이트에서 법인을 운영 가능
- 쿠웨이트 회사가 대리인으로 임명되어야 하며, 사업은 쿠웨이트 대리인 명으로 수행
- 별도의 에이전트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에이전트 계약 완료 후 쿠웨이트 상공부
(MOC)에 계약내용을 등록해야 함
○ 유의사항
- 쿠웨이트에 진출 외국기업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 쿠웨이트 사업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대리인인 만큼, 에이전트를 보다 신중하게 선정하
여야 하며, 일부 에이전트는 해당 품목에 대한 독점권을 요구할 수도 있음
○ 필수 인증 정보
규제명

CE(Conformité Européenne)

국가명

EU

마크/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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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명

CE(Conformité Européenne)

국가명

EU

구분

강제

내용

∙ 유럽연합(EU)의 통합규격 강제인증제도(대상 품목의 경우 EU 내 유통을 위해 CE 마크
부착은 법적 요구사항이며, 이를 어길 경우 유통이 금지됨)
∙ 인증 획득 시 신뢰성 증가, 소비자 불만 해소, 생산자책임법 관련 위험부담 강소 등의 효
과 기대가능

적용대상품목

∙ 저전압기기, 전자파 관련 제품
∙ 무선 및 전기통신용 단말기
∙ 능동삽입용 의료기기, 체외진단용, 기타 의료기기
∙ 건축자재
∙ 완구류
∙ 단순압력용기
∙ 비자동저울, 측정기구
∙ 레저용선박
∙ 승강기, 승객운송용 케이블
∙ 기계류 및 압력기기
∙ 개인용보호장비, 민수용 폭약, 방폭장비

인증절차

∙ 자기적합선언(DoC) 방식

시험기관

∙ 자기적합선언(DoC) 방식으로 진행되어 별도 시험소의 조건은 없음.

인증기관

∙ DoC 방식으로 인증기관을 직접적으로 거칠 필요는 없음.
∙ 관련 인증기관 :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ando/

유의사항

∙ 품목별로 적용 모듈이 매우 다르므로 적용 모듈 반드시 확인

웹사이트

∙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product/ce-mark/index_en.htm

■ 해외 직접투자
1) 단독투자

○ 단독투자 개요
- 2001 년 외국인 직접 투자법 제 8 조 시행에 따라 특정 경제 활동 및 프로젝트에 대해
100 % 외국인 소유권이 허용됨
- 외자지분 100% 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쿠웨이트 투자진흥청(KDIPA)과 쿠웨이트 상공
부의 별도 승인을 취득하여야 함
○ 승인요건
- 해당 기업이 쿠웨이트에 진출할 경우 자국 산업의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승인
- 쿠웨이트 투자진흥청(KDIPA)과 쿠웨이트 상공부에서 심사를 거쳐 진행하며, 신청 및
승인에 대한 별도의 계량 가이드라인은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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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현재 총 27개의 기업들이 승인들 받았으며, 주로 제조 및 프로젝트 분야의 글로
벌 기업들의 비중이 높음
○ 인센티브
- 10년간 소득세 또는 기타 세금 면제
- 기계장비,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일부 또는 전액 면제
- 지정된 부동산 혹은 토지 제공
- 외국인 고용 비율 혹은 인건비 관련 지원 등
○ 신청절차
① KDIPA에 프로젝트 제안서 신청 및 검토 (소요시간 3일)
② 승인된 제안서 및 투자자에 한해 투자 허가 신청서 작성 및 검토 (소요시간 30일)
③ 투자제안 쿠웨이트 상공부 이관 및 심사 (소요시간 상이)
④ 투자 허가서 발급 및 KDIPA 투자기업 리스트 등록(소요시간 1일)

○ 금융 조달 방안
- 시중 은행을 통하여 필요 자금 대출 가능
○ 유의사항
- 법률상 단독투자가 가능은 하나 그 요건이 지극히 까다롭고, 현지의 각종 불확실성, 외
국기업에 대한 불리한 시스템 등의 문제로 인하여 권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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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작투자

○ 방법, 절차 등
- 2개사 이상의 기업(혹은 개인)이 함께 쿠웨이트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대
표자 1명(국적무관)과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쿠웨이티 혹은 GCC 국적의 주주가
있을 경우 설립이 가능
- 설립절차는 쿠웨이트 상공부(MOC) 승인, 쿠웨이트 상공회의소(CoC) 등록 순으로 진행
되며, 소요기간은 2개월 정도
- 외자지분율은 최대 49%로 제한되나, 소요 기간과 절차가 단순하여 쿠웨이트 진출 기업
들에게는 매우 선호
○ 금융 조달 방안
- 시중 은행을 통하여 필요 자금 대출 가능
○ 유의사항
- 쿠웨이트 기업들과의 합작기업 설립을 위한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
책이 있음

다. 현지 지원기관 및 수요기업에게 듣는 진출 노하우
ICT 분야 바이어에게 듣는 쿠웨이트 진출 노하우
업체명

Innovation Middle East Company

인터뷰 응답자

Sang Hoon Yang

취급품목

ICT

유형

합작투자

진출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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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E사의 주요 파트너 : 수전력부(MEW), 쿠웨이트 국영석유사(KOC) 등의 정부부처
∙ 쿠웨이트 ICT 시장 동향 : 포스트오일 대비 산업다각화 정책을 실현하며, 정부의 ICT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 또한 발전소, 항구 등 기존 국가시설들에 대한 정보화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력을 갖춘 외국 ICT 기업들과의 협업을 환영
∙ 한국기업의 ICT 기업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제언 : 쿠웨이트의 정부발주 ICT 시장의 경우 비교
적 최근부터 본격화된 시장이며, 일반적인 정부발주 프로젝트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고집하
는 쿠웨이트 발주규정으로 인하여 주로 중국, 인도 국적의 기업들이 수주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 인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는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들이 유리하며, 발주처가 흥미로워할만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역제안 하는 것도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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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LH의 쿠웨이트 진출 성공 사례
생산제품

스마트시티

설립년도

-

위치

쿠웨이트

고용인원

-

성공요인

∙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은 New Kuwait 203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35년까지 약 24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10개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
∙ 이 중, South Saad Al-Abdullah 신도시의 경우 2016년 5월 쿠웨이트 총리의 방한을 통해 양
국 정부간 “신도시 개발협력 MOU”가 체결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쿠웨이트 주거복지
청(PAHW)간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계약을 통해 세종시를 롤모델로 한 한국형 스마트시티
로의 개발을 진행 중
∙ LH의 빼어난 스마트시티 설계 기술이 쿠웨이트 정부의 눈길을 끌었고, 이를 G2G 프로젝트로
연계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기타제언

∙ LH의 압둘라 스마트시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후,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들이 압둘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음
∙ 국내 기업들이 압둘라 스마트시티 참여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쿠웨이트 타 스마트시티 프로젝
트, 나아가 타 GCC 국가들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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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자료

가. 현지 파트너십 희망 기업/단체 리스트
산업 분야

ICT, 스마트팜

생산 품목

-

업체명

Kuwait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s (KFAS)

설립년도

1976

매출규모

-

고용인원

200

홈페이지
주 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www.kfas.org
P.O. Box 25263 Safat 13113 Kuwait
+965-6005-0809
balfeeli@kfas.org.kw

한국과의
희망
협력 형태

전략적제휴
KFAS는 국가를 지식중심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 ICT 기
업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ICT인프라, AI, 빅데이터 등 ICT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을 희망

비고

KFAS는 1976년 국왕칙령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며, 쿠웨이트의 기초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산업 분야

스마트팜 등

생산 품목

-

업체명

Kuwait Institute for Scientific Research
(KISR)

설립년도

1967

매출규모

-

고용인원

700+

홈페이지

www.kisr.edu.kw

주 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P.O. Box 24885 Safat 13109 Kuwait
+965-9922-2311
aqattan@kisr.edu.kw

한국과의
희망
협력 형태

전략적제휴
KISR는 한국과의 ICT분야 기술교류를 통하여, 한국기업에게는 쿠웨이트 진출기회 확대를, 쿠웨
이트 기관 및 기업에게는 기술분야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증진을 기대

비고

KISR는 쿠웨이트 제일의 학술연구기관으로, 500명 이상의 연구원 및 엔지니어와 100개 이상의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중이며, 산업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젝트 등을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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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키 스마트테크 육성 정책 개요

가. ICT 및 응용 산업 현황
■ 국가 산업 구조 및 특징

○ 산업 규모
- 2019년 기준 1,527억리라(268억 달러)규모로 전년도 1,328억 리라(276억 달러)대비 약
14% 성장
* 전년 대비 리라화 약세로, 미화달러 기준 시장규모 표기 시, 3% 감소

- 세부 산업별로 성장세 분석 시, 전자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s)로 약 77억리라,
IT소프트웨어 분야로 약 37억리라의 시장 규모가 성장

터키 ICT 시장 규모

자료원 : Tubisad ICT 2019 Market Data 보고서(202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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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ICT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GDP 중 ICT산업 비중

3.5

3.6

3.7

3.5

3.6

규모 (백만 달러)

299

312

313

276

268

증감률

-5.4

4.3

0.3

-11.9

-2.9

자료원 : 터키 정보산업협회(Turkey Informatics Industry Association), Deloitte, 터키통계청(Turkstat)

○ 세부 산업 구조
- 과거 5년간 평균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해왔으며, 정보 분야는 약 21%의 성장률을,
통신 분야는 1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연 평균 10%이상의 지속적인 현지화의 약세로 인하여, 미화달러 기준으로는 소
폭 감소한 것으로 기록됨

자료원 : Tubisad ICT 2019 Market Data 보고서(202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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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도입 주요 트렌드
- 2000년 초반 터키의 ICT시장은 160억 달러 규모의 해외투자를 유치하며 Microsoft,
Vodafone등 2,000여개의 기업이 활동 중임
- 터키 ICT 시장은 디지털화를 목표로 국가전략과제와 ICT 분야에 익숙한 젊은 인구층
및 관련 인프라 등으로 인하여 향후 5년간은 세계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고성장을
전망
- Tubisad(터키정보학산학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터키의 정보기술 시장
은 약 22% 성장률을, 통신기술 시장은 약 11%를 성장하였으며, 두 분야 모두 소프트웨
어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통신 기술
(Communication Technology)

IT하드웨어

20,400

-

IT소프트웨어

23,400

-

IT서비스

12,200

-

커뮤니케이션 하드웨어

-

29,900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

66,600

합계

56,000

96,500

연평균 성장률

22%

11%

자료원 : 현지 컨설팅 업체 보고서(Consul People)

터키 ICT 산업별 발전 전략
구분

주요 국가 전략

연관 기술

관련 부처

스마트 시티
(ITS 제외)

∙ 2000년대 이후 터키 주요 도시들은 급속한 인구 증
가와 경제 성장을 기록
∙ 스마트 시티 개념은 터키 국가 과학기술정책(20032023)에 등장하였으나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에
편중되어 있으며 도시 전반에 걸진 개념 제시 미비
∙ 2013년 제10차 개발계획(2014-2018)에서는 보건, 교
통, 건축 등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 제시
∙ 지난해 스마트 시티 전략 및 행동 계획(2019-2023)
을 발표,국가 전반의 스마트 시티 로드맵을 제시하되
지방 정부의 역량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금 조달 및
프로젝트를 실현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함
∙ 지금까지 터키 스마트 시티 사업의 주안점은 교통,
도시서비스, 에너지와 수도 관리 시스템 등이었음.

센서, IoT, M2M,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통합 플랫폼

터키 과학기술부
터키 교통부
터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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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국가 전략

연관 기술

관련 부처

스마트 러닝

∙ 터키 정부의 디지털 교육 혁신 비전 2023 발표 및 코
로나19의 확산 이후 최대 의제로 부상
∙ FATIH 프로젝트는 기술을 통해 전반적인 교육의 질
상승과 온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을 목표

데이터분석
클라우딩 시스템
통합관리 시스템
5G

터키 교육부

스마트
헬스케어

∙ 터키 정부의 비전 2023 정책 내에서 의료보건 분야
는 발전 개념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분야 중 하나
∙ 2000년대 초반부터 공공 보건의 향상, 의료시스템 및
인프라의 변화, 의료기술의 국가적 역량 발전 및 노
하우 개발 등을 위해 투자
∙ EHR(전자건강기록), e-pulse 전자정부 포털, e-처방
전, 중앙 데이터 저장소 등과 같은 국가 의료 시스템
에 IT 솔루션을 활용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접근

빅데이터
VR/AR
로보틱스
사물인터넷

터키 보건부

스마트 정부
(보안,관광포함)

∙ 2016년 터키의 전자정부 운영과 국가적 역량의 발전
을 위해 e-Government 전략 행동 계획(2016-2019)
발표
∙ 중앙등기시스템(MERSIS), 공간주소등록시스템(MACS),
EKAP(공공입찰시스템), 재난관리센터(AFAD)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구축 및 전자정부 포털과 플
랫폼 구축, 개발

데이터분석
클라우딩 시스템
통합관리 시스템
5G

터키 과학기술부
터키 교통부
터키 환경부 등

스마트
모빌리티

∙ 터키 국가 과학기술정책(2003-2023)에서 토대가 마
련되었으며 현대적이고 안전한 교통 체계를 갖출 목
적으로 스마트 로드 시스템, 스마트 차량 및 혁신 보
안 시스템 등을 도입
∙ 각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스마트
다용도 교통카드, 교통정보 시스템, 차량추적 시스템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 프로젝트 수행

센서, IoT, M2M,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통합 플랫폼

터키 국토부

스마트 팜

∙ 농업의 디지털화 또한 터키 정부 최우선 과제로 스마
트 팜 플랜은 터키에서 광역적으로 성장 중
∙ 터키의 국가 스마트 팜 로드맵은 2020년 말까지 발
표 예정

자율 기계,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센서, IoT, M2M

터키 농림부

○ ICT 시장 전망
-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부의 관심 및 추진 계획 등으로 ICT분야의 시장은 향후 지속적으
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IT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분야 및 서비스 중심의 시장이
발달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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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Tubisad ICT 2019 Market Data 보고서(2020.6월)

- 향후 1년간 가장 영향력이 큰 기술 분야에 대하여 약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 클라우드 컴퓨터시스템, AI, 디지털 포메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왔음

자료원 : Tubisad ICT 2019 Market Data 보고서(2020.6월)

- 향후 5년간 가장 영향력이 큰 기술 분야로는 AI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순으
로 나타났으며, AI기술은 2018년도 대비 약 9%의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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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Tubisad ICT 2019 Market Data 보고서(2020.6월)

■ 산업 인프라 현황

○ 하드웨어 인프라
- 높은 모바일 서비스 이용률 : WEF에 따르면, 1명이 2.5개 회선을 이용할 만큼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 이용률 세계 최고 수준
- 광통신 전용선 설치 비율 : WEF에 따르면, 유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100명
당 16.3명으로 세계 59위 수준
- 공공분야에 대한 전자서비스 제공 : WEF에 따르면, 세계 36위 수준의 전자정부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5G기술 상용화 : 5G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국내 개발업체들 지원 프로그램 시행 진행
중임.
∙ 4G LTE 네트워크는 터키 전역에 잘 구축되어 있으며 4.5G로 업그레이드되어 93 %
이상의 인구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제공
∙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업체 선정 시 일정 비율은 국내기업에 할당 예정
○ 소프트 인프라
- (인적 요소) CISCO의 Digital Readiness Index 기준 2.45점으로 전세계 141개 국가
중 기준 79위
∙ 터키 투자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력의 25.3%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
지고 있으며, 약 74.7%가 고졸 이하의 학력임(2002년 기준 10%의 대학교 졸업생
대비 2배 이상 증가)
∙ 숙련된 엔지니어 비중은 인근 동유럽 국가 대비 제일 높게 나타난데 비하여, 제조업
부문의 시간당 인건비는 독일 등 선직국 대비 13%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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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인적자원 현황

* 자료 : 터키 투자청

- (R&D) CISCO의 Digital Readiness Index 기준 2.45점으로 전세계 141개 국가 중 79위

주요 R&D센터
∙ (오토산) R&D 센터는 포드의 3대 글로벌 R&D 센터
∙ (피아트)부르사(Bursa)에 위치한 R&D 센터로 자국인 이탈리아 외 유럽시장에 대응하는 유일한 연구개발
센터
∙ (다임러) 이스탄불 소재, 터키 내 트럭과 버스 제조 작업을 보완
∙ (이스탄불 테크노파크) 이스탄불 소재 R&D센터로 방위산업’15.2월 삼성전자가 R&D센터를 설립하며 ICT
기술을 접목한 의료와 교육, LTE 등의 기술개발 등에 주력
* 자료 : 터키 투자청

○ 사업 및 투자 환경
- 세계은행(World Bank)의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에 따르면 터키는 76.8점으로
33위를 기록
- (금융 시장) 금융부문의 모든 기관을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기구는 없으며, 터키 자본시
장위원회 및 은행규제감독기구가등이 있음
- (투자 환경) 2003년 6월 외국인 직접투자법(Law No. 4875)을 제정
∙ 종전에는 회사 설립을 위해 재무부 등으로부터 받던 사전허가제(Pre Permit) 및 5만
달러 이상의 투자하한선제도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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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
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
∙ 외국인 투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 개방되어 있으나, 금융, 석유, 에너지 등 주요 산업
분야에 진출하려면 여전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 허가가 필요

세계은행, 사업 및 투자 환경지수(Ease of Doing Business)
(단위 : 순위)
국가명
평가 항목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터키

종합 순위

1

2

3

5

6

22

29

31

33

신사업 개발

1

4

5

33

55

125

106

27

77

건설 허가 용이성

7

5

1

12

24

30

18

33

53

전기 시설

48

19

3

2

64

5

14

12

41

자산 등록 절차

2

21

51

40

39

76

43

28

27

신용 대출 용이성

1

37

37

67

4

48

94

80

37

소수 투자자 보호 조치

3

3

7

25

36

61

57

28

21

세금 제도

9

7

2

21

25

46

51

105

26

통관 행정

63

47

29

36

39

42

57

56

44

계약 시행

23

1

31

2

17

13

50

5

24

사업청산

36

27

45

11

2

4

3

51

120

비고

* 자료원 : 세계은행

CISCO Digital Readiness Index 2019 of the country
지표명
(Index Component)

참고지표
(Metrics)

점수
(Score)

랭킹
(Rank)

Basic Needs
/ 0–4 (best)

∙ Life Expectancy UN, 2017
∙ Mortality Rate (Under Age 5) UNIGME, 2017
∙ Population Using Safe Drinking Water Services
World Health Organization & UNICEF, 2015
∙ Access to Electricity World Bank, 2016

3.66

51

Business &
Government Investment
/ 0–3 (best)

∙ Foreign Direct Investment IMF, 2017
∙ Research & Development Expenditure UNESCO,
2017
∙ Investment Freedom Heritage Foundation, 2019

1.3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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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Index Component)

참고지표
(Metrics)

점수
(Score)

랭킹
(Rank)

Ease of Doing
Business
/ 0–4 (best)

∙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World Bank, 2019
∙ Rule of Law World Justice Project, 2019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
Infrastructure Rating World Bank, 2018
∙ Time to Get Electricity World Bank, 2018

2.67

45

Human Capital
/ 0–4 (best)

∙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ILO, 2018
∙ Adult Literacy Rate UNESCO, 2017
∙ Education Index (Years of School) UN
Development Program, 2017
∙ Harmonized Test Score World Bank, 2018

2.45

79

Start-Up Environment
/ 0–3 (best)

∙ New Business Density World Bank, 2016
∙ Patents Granted & Trademarks Registered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17
∙ Venture Capital Investment & Availability Center
for American Entrepreneurship, 2017

0.32

72

Technology Adoption
/ 0–3 (best)

∙ Mobile Device Penetration ITU, 2017
∙ Internet Usage ITU, 2017
∙ Cloud Services (Spend, IT Forecast Data)
Gartner, 2018

1.01

76

Technology
Infrastructure
/ 0–4 (best)

∙ Mobile Broadband Subscriptions ITU, 2017
∙ Fixed Broadband Subscriptions ITU, 2014
∙ Secure Internet Servers Netcraft, 2018
∙ Household Internet Access ITU, 2017

1.4

54

합계

비고

59

자료원 : CISCO Digital Readiness Index 2019, 총 141개국 중 59위

나. ICT 및 응용 산업 육성 정책 및 우대분야
■ 정책 수립 경과

○ 도시 인구 급증 및 개발의 가속화에 따라, 2000년대부터 주요 의제로 부상
- 스마트 시티 비전의 최초는 국가 과학 기술 정책 (2003-2023)에서 등장
∙ 스마트 시티의 첫 번째 구성 요소로 스마트 교통을 강조하며 스마트 도로 시스템,
스마트 차량 및 혁신적인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대적이고 안전한 교통 수단 개
발에 관심
∙ 지자체는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의 주요 주체이자 자금 제공자로 각 지역별로 스마
트 시티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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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프로젝트는 교통, 도시 서비스, 에너지 소비 및 물 관리 시스템
* 스마트 시티 전략 도시 8개 : 이스탄불, 앙카라, 부르사, 안탈리아, 콘야, 가지안테프, 카이 세리, 카흐라
만마라쉬

유망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 분야
•
•
•
•
•
•
•
•
•

도시 정보 시스템
스마트 복합 교통 카드
도시 정보 스마트 패널
스마트 지하 폐기물 컨테이너 시스템
모바일 헬스 스테이션
장애인을위한 모바일 교육
접합 효율성 향상
스마트 시티 혁신
스마트 스테이션

•
•
•
•
•
•
•
•
•

시티 가이드
교통 정보 시스템
태양 에너지 조명 시스템
스마트 급수 시스템
대기 질 관측소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 자전거 대여 및 공유
스마트 장례식 시스템
차량 추적 시스템.

∙ 이중 대중교통, 통합결제 시스템 등에 대한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던 반면, 에너지
사용 및 물 관리 시스템은 소수의 지자체에서만 제한적으로 시도
○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도 부각
-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용,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운송 시스템은 여러 정책 (20062010 정보 사회 전략 및 실행 계획, 10차 개발 계획, 국가 스마트 교통 시스템 전략
문서)에서 강조
- 일부 지방 자치 단체(이스탄불, 코나)는 무동력 교통수단 도입 시도
○ 2019-2022 국가 스마트 시티 전략 및 실행 계획 마련
- 2018년 스마트 시티 관련 전략 및 사업 수립이 지자체별 분산되어 산발적으로 진행하
는 구조를 통합하고 지역별로 공통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
∙ 국가 스마트 시티 전략은 4개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개의 세부 목표 및
40개의 세부 시행(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10차 개발 계획(2014-2018)

○ 목표 및 세부 내용
- 스마트 시티 분야 관련 최초로 구체화된 정책을 담은 계획이며,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
트 정부 등 공공분야의 기능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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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스마트 정부

∙ 전자 정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 시스템 설계
∙ 공공 인프라 체계 구축 및 표준화
∙ MERSİS, TAKBİS, EKAP 등 국가 지리 정보 시스템 고도화 및 재난 관리 센터 시스템
구축
∙ 모든 국민 대상 eID 발급

스마트 모빌리티

∙ 건강, 교통 등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사용 확대
∙ 교통사고 사망자 50%감소를 위한 교통시스템 개선
∙ 지능형 대중교통 서비스 시스템 도입
∙ 저비용 고효율 운송 시스템
* 우대분야 : 무동력 운송수단,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 전자교통 관
제 시스템, 에너지 측정기

○ 세부 사례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적용사례
프로젝트명

도시

담당기관

loT를 통한 교통정보 수집 및 교차로 관리
- 시민들 대상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교통정보 제공

교통 통제 센터
전자감지시스템
(Electronic Detection
System)
대중교통 통제 센터
(Transport
Management Center)

주요 내용

이스탄불
시의회

주행선 침범, 과속 등 loT기반의 교통 감시 시스템
교통 모니터링 및 측정 시스템에서 수집 한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İMM 웹 라디오,
가변 메시지 시스템(VMS)등에 사용

이스탄불

스마트 카드

ISBAK

대중교통 통합결제 카드

ITaksi

Ispark

모바일 기반 택시 운송 서비스
- GPS를 활용한 실시간 위치 추적 및 온라인 결제 시스템

스마트
주차요금시스템

Ispark and
IMM

주차장 혼잡도에 따른 주차 요금 측정 시스템
- 장기 주차의 경우, 덜 복잡한 주차구역으로 유도하는 것
을 목표로 함

스마트
대중교통 시스템

콘나

콘나시
시의회

대중교통, 노선, 일정, 차량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하고 제공하는 통합 교통 정보 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부르사

부르사시
시의회

도로의 순간 혼잡도 등을 실시간으로 감안하여 교통 신호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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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차 개발 계획(2019-2023)

○ 목표 및 세부 내용
- (스마트 정부)공공 서비스 분야를 e서비스화 하여, 수요자 중심에서 효율적이고 간편해
지도록 프로세스를 개선
∙ e정부 플랫폼을 통하여 지방정부 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
∙ 서비스 제공 채널의 다양화, 모바일 서비스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이
용 접근 용이성 강화
∙ 전자 정부 서비스 제공에 새로운 기술 도입
∙ 빅데이터, 모바일 플랫폼, 사물 인터넷, 인공 지능,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기 위한 프
로세스 및 기술 인프라 개선
∙ 전자 정부 연구를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 강화
∙ 전자 정부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구축의 표준화

스마트 정부 관련 적용사례
프로젝트명

도시

담당기관

주요 내용

센서와 스마트 기기
(Sensors and Smart
Devices)

이즈미르

이즈미르
시의회

∙ 센서, 카메라 및 기타 다양한 IoT 장치 는 İzmirNet 광대
역을 통하여 통합관리
∙ 교통 관제 시스템, 기상 측정 센서 (30 개), 교통량 측정
센서 (시내 209개), 교통 모니터링 카메라 (110대)
∙ 이러한 IoT 장치에서 수집 된 모든 데이터는 지리 정보
시스템과 통합관리

도시 자동화
서비스

안탈리아

안탈리아
시의회

∙ 키오스크, 무료 Wi-Fi 포인트, 교통 카메라, 전자 검사 시
스템(EDS) 등에 대한 중앙 모니터링 및 관리

카이세르

카이세르
시의회

∙ 도시 내 스마트 시티 애플리케이션이 있어 도시 정보 시
스템에서 지원하는 여러 도시 서비스가 제공
∙ 대중교통 및 스포츠 시설 (개인 건강 데이터와 통합) 분
야 관련 어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스마트 헬스케어) 예측 ·예방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축 및 관리, 의료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한 폭 넓은 의료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
∙ 질병 감염의 사전 방지를 위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 및 식품 안전, 산업 보건
및 안전 분야에의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 강화
∙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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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학 구조 강화 등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 폭 확대
∙ 진단 및 치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가정 의학체계를 재설계
∙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관리,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표준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세스 구축
∙ 응급 의료 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병원 및 112개의 통제 명령 센터 간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고도화
∙ 의료 취약 계층(고령층, 농촌 지역 거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강화
∙ 가정 방문 간호 서비스 확대 및 원격 의료 시스템 구축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데이터 관리 강화
∙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진단 프로세스 설계
- (스마트 러닝)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보완하는 스마트 디바이스 및 새로운 기술이 융복
합된 교육 콘텐츠 마련, 학생들에 대한 개별 데이터 관리 강화
∙ 네트워크 인프라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채널 구축
∙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 교육 기관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학교 단위의 데이터 기반 기획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
∙ 학생별 학업 및 기타 활동 기록의 전자 보관시스템 마련

스마트 헬스케어 및 스마트 러닝 관련 적용사례
프로젝트명

도시

담당기관

주요 내용

사랑의 칩
(Sevgi Çipi)

부르사

부르사
시의회

∙ 알츠하이머 및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 관리 시스템
∙ 환자와 친인척을 연결하는 시범 프로젝트로 117 개의
추적 칩이 배포

카라만마라
시의회

∙ 독거 노인 가정에 설치된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
∙ 화재, 가스, 연기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자동화 시스템이
긴급 상황을 감지하고 즉시 데이터를 콜센터로 전송하
면, 해당 데이터는 구급차, 응급 서비스, 경찰 및 소방
서등에 자동 연결

지능형 노인 케어 및
카라만마라
조정 센터

FAITH 프로젝트

-

터키 교육부

∙ 모든 교실에 하드웨어(컴퓨터, 스크린)및 광대역 인터
넷을 제공하고, e- 콘텐츠를 제공
∙ 교사가 IT에 참여할 수있는 플랫폼을 구축

SSDE 프로젝트

-

터키 교육부
세계은행

∙ SSDE(Secure Enrollment and Distance Education) 프
로젝트는 안전하고 상호 소통 가능한 원격 교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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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도시

담당기관

주요 내용

Scientix

-

Scientix
Community
터키 교육부

∙ Scientix 프로젝트는 Scientix 포털을 통해 과학, 기술,
공학 분야에 대한 교육을 교사, 학생 및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

■ 2020-2023년 국가 스마트시티 전략 및 시행 계획

○ 목표
- 각 도시 별 로드맵에 따라 스마트 시티 성숙도 평가 모델을 사용하여 스마트 시티 지수
를 생성
○ 4대 전략 목표
- 효과적인 스마트 시티 생태계 조성
-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기본 틀 구축
∙ 스마트 시티 관련 기술개발업체,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의 역량 및 대외 경쟁력 강화
- 스마트 시티로의 변화를 위한 세부 단계 구축 및 환경 조성
- 도시 서비스에서 스마트 시티 혁신 제공
∙ 스마트 시티 구축 관련 이해 관계자의 참여 폭 확대
○ 세부 내용
- 중앙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해당 방침에 따라 각 지방 정부는
자체적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춘 최적화된 세부 시행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
- 이에 따라 81개 주는 개별 전략 과제와 로드맵을 제출하고 제출 과제는 2017년도에
기수립된 스마트시티 성숙도 지수 및 가용 예산 등에 따라 평가
- 공적 가치가 높은 프로젝트이거나 투자 자원 대비 기대되는 효과가 큰 사업은 우선시
될 수 있으며, 최종 종합 평가결과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한해 순차적 진행
* 또한 상기 평가와는 별개로 환경 도시부에서 지정된 일부 도시는 중앙 정부와 협업해 최우선적으로 도시
개발 및 전략 수립에 참여

- 최종적으로 530개의 기업을 포함하여 1,023명의 참여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수
립하고, 142개의 전략, 법률 제정, 분석 모델 설정 및 40개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 이후, 모니터링 및 평가 모델을 구축 및 팔로우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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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스마트 환경

스마트 시티 구성 분야 중 기초인 스마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물, 도로 등 기초적인
도시 인프라에 대한 관리 및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 우대분야 : 물 관리, 폐기물 관리, 공기청정, 토지 관리, 보호 지역 관리 등

스마트 에너지

에너지 자원 관리, 에너지 소비(수요) 최적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재생 가능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시스템 구축

다. ICT 및 응용 산업 촉진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
■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 터키 과학기술연구위원회(TUBITAK)
- 1963년, 기초과학, 엔지니어, 의학, 농축산업 분야의 과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
로 최초 설립
- 터키 내 과학 및 기수정책의 최고 기관이자 정부 산하기관의 과학기술 산업에 대한 자
문기관
- 프로젝트 및 연구자 개인(내·외국인 대상)에 대한 지원으로 이원화
- 스마트 시티 정보공유 포털(www.akillikent.gov.tr)운영 및 관리
∙ 2019-2022 국가 스마트 시티 전략 및 실행 계획 프로젝트의 단계, 상태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스마트 시티 관련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각종 외부활동 홍보
∙ 포럼 개최 등 이해 관계자 간 협업 환경 조성

사 례
∙ 터키-카타르 협업 프로젝트(QNRF-Tubitak Joint Funding Program
∙ 산학협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기 연구분야에 해당하는 세부 기술에 대하여 국립 연구기금(QNRF)에서
연구비 명목의 장학금 지원
∙ 지원금 규모 : 박사 기준 3,500TL/월(약500USD/월)~4,500TL/월(약650USD/월)
∙ 연구 분야 : 스마트시티/ 스마트 환경/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보안/ 스마트 스포츠 / 스마트 교통 /
스마트 물류
∙ 세부 분야 : IoT,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관리, ML, 로봇, 클라우드 시스템, 블록체인
* 자료 : 터키 과학기술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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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환경도시부(Çevre ve Şehircilik Bakanlığı) 스마트시티 분과
- 2019년 각 부처 및 지자체별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계획 및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설립
- 각종 정부의 국가 경제 개발 및 과학정책에 대한 전략 등 수립
∙ 2019-2022년 국가 스마트시티 전략 및 시행 계획 수립
∙ 10차, 11차 국가 경제 발전계획 수립
∙ 2003-2023년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및 전략 수립
○ 터키 정보학산업협회(TÜBİSAD)
- 1979년 설립, 터키내 정보 기술, 통신, 뉴미디어, 인터넷 및 가전 제품 산업 정보 관리
및 해당 산업 기업지원 등
- 가입 회원사들 대상 국가주도 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 및 관련 법률, 제도적인 지원,
시장 정보 제공등을 담당
- 매년 터키 ICT시장 동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및 디지털 혁신지수 등을 조사 발표
○ 터키 정보 협회(Turkey Informatics Foundation, TBV)
- 1995년 설립, EU국가들이 평균에 맞는 정보화 산업분야에 대한 각종 투자를 장려하고
정보의 공유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2016년 터키 스마트시티 전략 이니셔티브를 담당하며, 터키의 스마트시티 평가 보고서
를 발표, 미래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수립
○ NOVUSENS Smart City Institute
- 2009년 설립된 앙카라에 소재하는 센터로, 첨단 기술의 혁신 정책과 전략을 설계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 모델을 연구기관
- 2013년 빅데이터 연구소, 2014년 스마트 시티 연구소를 산하에 설립하였으며, 첨단 기
술 인프라로 지원되는 신도시 구축을 담당
* 한국 KAIST GCC(글로벌 기술사업화 센터)와 스마트시티 시장 분야에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비즈
니스를 공동 발굴하는 목적으로 MOU체결(2020.3월)

○ Isttelkom(이스탄불 정보기술 및 통신 공사)
- 정보 기술 및 전자 통신 분야의 이스탄불 시의회(Istanbul Metropolitan Municipality)
산하의 공기업
- 광섬유 인프라, 데이터 솔루션, 무선 인프라, Wi-Fi 및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스마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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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구축 작업을 주로 하는 기관
- 스마트시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우수한 품질의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
■ 주요 국부펀드 및 외자유치 현황

○ 터키국부펀드(Turkey Wealth Fund)
- 2016년 국부펀드 설립법(Law No: 6741)에 의해 설립되어 공공재산 민영화 수익을 기
본 재원으로 터키 경제성장 지원 중
- 터키항공(지분율 49.12%), Ziraat은행(지분율 100%) 등 국영기업 위주 포트폴리오 구
성 중으로, 대형 프로젝트 및 국영기업 위주 투자 추진 중(외자유치현황은 미공개)
○ EU Horizon 2020
- 2014년 설립되어, 7년간 약 800억 유로의 기금 조성하였으며, 2014-2018년도 5년간
13,903개의 프로젝트 등을 지원
-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유럽2020의 이니셔티브인 Innovation
Union을 구현하는 금융 상품
- 과학 분야(Excellent Science), 산업 리더십(Industrial Leadership) 및 사회적 문제
(Societal Challenges)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공공부문 및 민감 부문의 혁신 프로젝트
등을 지원
- (사례) MAtchUp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안탈리아 Kepez Santral 지역
∙ 도시 지역 전체에 친환경적인 이동수단 구축, 에너지 고효율 건물 건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약 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 MAtchUP는 에너지, 모빌리티 및 ICT 부문에서 유럽 및 그 밖의 다른 도시의 스마트 시티로의 탈바꿈
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

○ USTDA(U.S. Trade& Development Agency)
- 이스탄불 시의회(IMM, Istanbul Metropolitan Municipality)에 보조금 지원
- 클라우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 재난 피해 관리 시스템 강화와 효율적인 대중교
통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
○ CIP(Competitiveness and Innovatiin Framework Program)
- EU의 ICT 경쟁력 강화 및 혁신 프로그램(CIP)의 일환으로 이스탄불 CitySDK(Smart
City Service Development Kit)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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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민간분야에 대한 각종 데이터 개방화 및 민간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개방형 플랫
폼 구축을 목표로 함
- 이스탄불은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외
헬싱키, 멘체스터, 바르셀로나 등에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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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및 응용 산업 진출 · 협력 유망 분야

가. 스마트 시티
■ IoT /센서

○ 터키의 스마트 시티 전략 및 실행 계획 (2019-2022)에 따르면 IoT는 5가지 우선순위 정
보 기술 중 하나로, 터키 교통부는 IOT 및 M2M 실행 계획을 활용한 로드맵을 계획
○ TUBITAK (터키 과학 및 기술 연구위원회)는 2020년 기술 및 R&D 세미나에서 아래와
같은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발표
- 에너지 관리, 물 절약, 차량 추적 및 모바일 장치를 활용한 교통 최적화, 차량 경로 조
언, 폐기물 관리 등에 중점적인 목표를 둠
- 센서 및 차량 추적 시스템을 통해 차량에서 데이터 수집
(사례) 이스탄불은 11,000 대의 쓰레기 수거 차량과 4,400대의 택시에 설치된 센서를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IoT기술 지원분야
∙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아키텍처, 개방형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 데이터 관리, 기술 검
증, 스마트 운송 시스템, 의료, 재난 및 범죄 관리
∙ 5G 이상의 기술로 성능 향상을 달성 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 자율 제어 장치 (자율 차량, 자율 서비스 장치 등) 관련 통신 기술
∙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명령을 수신 할 수있는 기술
∙ 사물의 인터넷 응용에 사용되는 MEMS / NEMS 및 광학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 임베디드 센서 시스템
개발

○ (주요 현황) 터키 내 IoT 산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가 혼합된 복잡한 밸류
체인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IoT를 주도하기 위해 소수 Turkcell,
Vodafone등 글로벌 통신 기업들이 자사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며 시장 선점
활동을 강화
- 센서는 IoT 구현의 기반 기술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나, 터키의 경우 터키 내의 센
서 시장은 초기 단계이며, 기술 수준도 미국, 일본, 독일의 약 30~40%에 불과하여 국내
기술경쟁력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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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레① 이스탄불 환경센터
∙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산업·해양 폐기물 등을 수거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추적, 감시, 관리
진행
∙ 중앙 관리센터는 폐기물의 수거 및 운송과정, 불법 폐기물 매매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도로 교통 시
스템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폐기물 수거가 가능한 동선을 파악하여 정보 전달
<이스탄불 환경 관리센터 내부 모습>

* 자료원 : 이스탄불 환경 관리센터

적용사레② 앙카라 스마트파크
∙ 스마트파크는 공원에 스마트 비디오 시스템과 스마트 중앙 통제 추적 시스템을 설치해 공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
∙ 관련 시스템들은 유실물 혹은 수상한 물건을 관리할 뿐 아니라 미아, 유괴사건 등을 추적 관리 가능하고
아동범죄 전과자의 접근, 수상한 사람의 행동을 추적해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
<앙카라 스마트 파크 중앙 통제실 내부>

* 자료원 : 이스탄불 환경 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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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IoT 기술 관련 수입 상위 품목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수입금액
2017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휴대전화

2,834

1,967

1,848

-12.4%

중국, 베트남, 한국, 대만, 인도

851761

기지국

20

7

7

-50.9%

중국, 에스토니아, 폴란드

851762

교환기·
라우터

1,091

962

914

-2.4%

중국, 멕시코,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HS code

품 목

851712

주요 수입 대상 국가
(‘19년 기준)

자료원 : 터키 통계청

○ 경쟁 동향
적용분야

휴대전화

기지국

관련 품목
HS code

품목명
(브랜드)

원산지
(본사)

인기비결

851712

애플

미국

브랜드 인지도, 디자인, 동일 브랜드 제품 간 호환성

851712

하웨이

중국

브랜드 인지도, 가격경쟁력

851761

에릭센

스웨덴

브랜드 인지도, 디자인

851761

노키아

핀란드

브랜드 인지도, 기술력, 디자인

851761

하웨이

중국

브랜드 인지도, 가격경쟁력

자료원 : 무역관 조사

○ 도입·수입 관련 규제
- 인터넷 사용에 관한 법률 No.5651이 2007년 5월 제정된 이후, 콘텐츠 제공자는 이용자
의 위치정보 등에 대한 관리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국(ICTA)는 IoT 장치와 연결된 네트워크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를 침해를 예방하는 조례 등을 관리
- 주요 규제 정책 내용
∙ IoT 서비스 제공자는 터키 정보보호국(KVKK)에 취급하는 개인정보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등록·신고 필요
∙ 취급하는 정보의 범위 또는 정보 관리 시스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당국에 신고 및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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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팜
○ 2023비전의 농업 발전4.0 계획(Agriculture 4.0)에 따르면, 터키는 국내 농업 관련 생산
품 시장을 150억달러 규모에서 440억 달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는 단순한 생산량 증가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개발도 포함하는 계획임
○ 2018년 농림부 산하에 스마트팜 플랫폼과 스마트 농업기계화, 스마트 생산 장비 도입 기
술연구소 등을 설립하였음

Agriculture 4.0
∙ (생산자) 인공위성 및 자연재해 경고 시스템을 통한 기상 예보 및 작물 보호에 중점을 두며,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제품과 생산성을 향상
∙ (기술자) 농업 생산 관련 어플리케이션 및 디지털 기술 개발
∙ (농업 협동 조합) 드론, 센서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 생산 단계부터 수확 및 가공, 마케팅 단계에 이르기까
지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참여폭 확대
∙ (공공기관 및 대학)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산품의 품질 관리, 비용 최적화 등을 담당

○ 수입/도입 현황
- 지리정보 시스템, 농산물의 전자 상거래 확대, 전자농업 포털 운영을 통한 제품들에 대
한 전자 등록시스템 및 정보 관리
- 지리정보 시스템, 전자농업 포털 운영을 통한 제품들에 대한 전자 등록시스템 및 정보
관리
- 디지털 농업 시장(Digital Agriculture Market)의 운영 등 농산물 전자 상거래 규모 확대
∙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중개 수수료 제거,
제품 품질 및 가격 안정성 보장을 목표로 함
○ 경쟁 동향
- Turkcell, Turk Telekom, Vodafone등 주요 통신사 위주로 스마트팜 관련 프로젝트 진행
- 터키의 스마트팜 시장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로 주도적인 플레이어는 없으나, 정부
주도하의 프로젝트가 향후 다수 발생 시, 통신사 뿐 아니라, 주요 설비 업체들의 진출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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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레: Smart Village
∙ 농업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증가시켜 이주와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최신 농업 기술을 사용하여 농업 생산
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16년에 Aydin주의 Kasaplar 마을의 TABIT과 협력하여 시작
∙ 2024년까지 642,000명의 농업 종사자에게 성공적인 사업모델 구축을 목표로함
∙ 상기 프로젝트는 주요 통신사인 Vodafone의 IoT 기술을 활용함
- Agricultural Vodafone IoT 솔루션을 사용, 토양 수분, 날씨 정보 및 자동 관개시스템을 활용 수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 Vodafone의 SIM카드(*)와 통합하여 농업 활동에서 물을 20% 절약하고 농작물 생산비용을 15% 절감,
생산성은 최대 30 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
* 중앙 서버의 수신기는 Vodafone SIM 카드로 부터 수신된 기상 데이터를 감안하여 관개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작동시킴
∙ 향후 10년간 2,300만TL(약 36억원)을 투자하여 과일 재배 지역, 채소 재배 지역, 과일 및 채소 가공 창고,
냉기 시설, 대량 착유 및 우유 냉각 시스템, 모니터링 및 추적 센터, 물 및 비료 관리 센터, 동물 영양 및
관리 센터, 재생 가능 에너지 솔루션 센터, 토양 분석 실험실, 체험 워크샵, 훈련 센터, 목초지등 조성예정

* 자료원 : 현지언론(Soz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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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지 산업 클러스터 현황
(1) 전체 클러스터 개황
터키 클러스터 개황

□ 개발 연혁
○ 1987년, 터키 첨단기술산업파크 및 공항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터키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대한 필요성 대두
○ 터키 산업기술부, 국방부, 각 주의 상업회의소, 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테크노파크 건설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 2010년대에 들어서며 테크노파크 이스탄불(Technopark Istanbul), 게브제 IT 밸리(Bilisim
Vadisi) 등을 비롯하여 총 54개 주(州)에 84개 테크노파크 건설
□ 주요 관리 주체
○ 테크노파크협회(TGBD) : 터키 내 테크노파크 경영 관리 기준 수립, 정부, 민간, 대학 간에 협
업 추진 등을 담당, 현재 47개의 테크노파크 회원으로 등록 ㅤ
○ 지역별 산업단지 관리회사 : 테크노파크 내 이사회가 있어 운영과 기업의 입점 시 결정 등을
담당
□ 주요 클러스터 내역
순번

지역

산업지대명

설립
연도

웬사이트

주요 입점기관

1

게브제
(Gebze)

마르마라 테크노켄트
(Marmara Teknokent)

1992

http://marmarateknokent.tubitak.
gov.tr/anasayfa.htm?lang=en

UN TECHNOLOGYㅤBANK,
BICENTRIX, ECZACIBASI
MONROL

2

이스탄불
(Istanbul)

이스탄불공대 아르
테크노켄트
(ITU Ari Teknokent)

2010 https://www.ariteknokent.com.tr/en

3

이스탄불
테크노파크 이스탄불
2010
(Istanbul) (Technopark Istnabul)

INNOVA BILISIM
COZUMLERI, SOFTTECH
GELISTIRME

https://www.teknoparkistanbul.
com.tr/en

OBSS BILIISIM, A2
TEKNOLOJI, GELECEK

4

게브제
(Gebze)

IT 밸리
(Bilisim Vadisi)

2015

https://www.bilisimvadisi.
com.tr/en/

ROGG, ASELSAN, ROBO

5

앙카라
(Ankara)

테크노켄트 앙카라
(Teknokent Ankara)

2017

http://www.teknoparkankara.
com.tr/index.php

TURKSAT, OGS,
SNOWFLAKECODE

자료원 : Bilisim Vadisi, Technopark Istanbu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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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크노파크 현황
○ 2019년 기준 터키에는 전년보다 3개가 증가한 84개(*)의 테크노파크가 있으며, 총 5,673
개사가 입점하여 58,3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이중 15개의 테크노파크는 리모델링 및 확장 공사 등으로 인하여 2020년 현재 기준 69개 운영중

○ 테크노파크가 전년 기준 약 38억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하며, ICT 시장의 14%규모를 차지함

터키 테크노파크 현황

자료원 : Tubisad ICT 2019 Market Data 보고서(2020.6월)

(3) 현지 주요 클러스터 현황
■ 마르마라 테크노켄트(Marmara Teknokent)
1) 단지 개요

○ 위치(location and address)
- 이스탄불 동남부 68km 소재(TUBITAK Gebze Yerleskesi, Gebze, Koca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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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구글 지도(https://www.google.com.tr/maps)

○ 총 면적
- 620,000㎡
○ 단지 구성
- 사무단지, Free Zone, R&D 센터, 물류창고, 인큐베이터 단지 등
○ 유치 업종
- 항공우주, 방위산업, 사이버 보안, 산업 소프트웨어, AI, AR 등
○ 입주 현황
- 128개사
○ 인프라/교통 환경
- GEBZE시(인구 약 30만명) 인근 소재 중으로 E80 고속도로를 통해 이스탄불(50km),
앙카라(400km) 등 대도시 이동 가능
- Sabiha Gokcen 공항(15km) 인근 지역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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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여건 (Others)
- 현대자동차, 포드, 도요타 등 완성차 업체 및 LG-Arcelik 등 가전제품 생산업체 인근지
역 소재
3) 산업 환경

○ 사무 공간, 연구실, 공동 연구실, 창고 등
4) 관리 기관

○ 터키과학기술위원회(TUBITAK, https://www.tubitak.gov.tr/)
5) 입주(투자) 조건

○ 제출 서류 및 절차
- 제출서류 : 기업 정보(직원수, 주소 및 연락처, 재무 정보 등), 사업제안서
- 온라인 입주 신청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이사회 승인 → 승인 후 30일 이내
http://www.ticaret.gov.tr/ serbest-bolgeler 혹은 마르마라 테크노켄트 사업개발 프로
젝트 운영팀에 활동 증명서 신청서 및 추가 정보 요구시 제출 → 장소 제공 후 입주
및 계약 체결
* 활동 증명서 신청 시 R&D 활동은 1,000 USD, 제조 활동은 5,000 USD 납부 필요

○ 세금 혜택
- 마르마라 테크노켄트 내 Free Zone에서 서비스 및 재화 판매 시 VAT 감면, 법인세
면제, 소득세 면제, 사회보장세 지원, 인지세 면제 등
○ 자금 지원
- 기술개발 자금 지원,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가비, 출장비 지원, 연구비 지원, 장기 저금
리 대출 등
○ 기타 인센티브
- 임대료 일부 지원, 온라인 상거래 지원, 홍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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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입주 업체
회사 로고

회사명

웹사이트

사업 현황

TUSAS ENGINE
INDUSTRIES, INC.

https://www.tei.com.tr/en

항공 엔진 및 부품 제조

TEMSA R&D
TECHNOLOGY

https://www.temsa.com/tr/tr

상용차랑 제조업체의
R&D 센터

T HUB ROBOT
TECHNOLOGY

https://www.towercraft.com.tr/

건물 외벽 청소용 로봇
및 소프트웨어 제작

5M

http://www.5m.com.tr/

상업용 AI, 데이터 분석

HYPERCELL
SIMILASYON VE
EGELENCE
SISTEMLERI

http://www.hypercell.com/#home

AR 게임 개발

■ IT 밸리(Bilisim Vaidisi, Technology Develeoment Zone)
1) 단지 개요

○ 위치(location and address)
- 이스탄불 동남부 70km 소재(Mualimkoy Mah. Deniz Cad. No:143/5, Gebze, Kocaeli)
○ 총 면적
- 3,000,000㎡
○ 단지 구성
- 인큐베이팅 사무단지, R&D 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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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구글 지도(https://www.google.com.tr/maps)

○ 유치 업종
- 화학, 자동화, 자동차, 오토놈 로봇, 센서 데이터 처리 등
○ 입주 현황
- 총 87개사 입주 중
2) 입지 여건

○ 인프라/교통 환경
- GEBZE시(인구 약 30만명) 인근 소재 중으로 E80 고속도로를 통해 이스탄불(50km),
앙카라(400km) 등 대도시 이동 가능
- Sabiha Gokcen 공항(15km) 인근 지역에 소재
○ 기타 여건
- 현대자동차, 포드, 도요타 등 완성차 업체 및 LG-Arcelik 등 가전제품 생산업체 인근지
역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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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환경

○ 사무 공간, 연구실, 공동 연구실, 창고 등
4) 관리 기관

○ 터키 산업기술부(https://www.sanayi.gov.tr/anasayfa)
○ 코자엘리 상업회의소(https://kosano.org.tr/)
5) 입주(투자) 조건

○ 세금 혜택
-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2023년까지 VAT 감면, 인지세 감면, 수도, 전기, 폐수 처리 등
일부 세금 감면, 사회보장세 지원, 소프트웨어 수출자에게 일부 세금 감면 혜택 적용 등
○ 자금 지원
- 연구비 지원, 저금리 대출 지원 등
○ 기타 인센티브
- 사무실 및 창고 임대료 할인, 일부 조건에 따라 부지 무상 지원 등
6) 주요 입주 업체
회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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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웹사이트

사업 현황

TOGG

https://www.togg.com.tr/

터키 국산
전기차 생산

ASELSAN

https://www.aselsan.com.tr/en

항공 우주산업,
방위산업

ROBO

https://www.robo.com.tr/

자동화 로봇
시스템 제작

PINESOFT

http://www.pineasoft.com/index.html

IoT, 빅데이터,
AI 등 ICT 컨설팅

ISTANBULAI

https://istanbulai.com/

인공지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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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파크 이스탄불(Teknopark Istanbul)
1) 단지 개요

○ 위치
- 이스탄불 동남부 50km 소재, Sanayi Mah. Teknopark Bulvari, No:1/9A Pendik,
Istanbul

자료 : 구글 지도(https://www.google.com.tr/maps)

○ 총 면적
- 400,000㎡
○ 단지 구성
- 사무단지, 스타트업단지, R&D 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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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Teknopark Istanbul

○ 유치 업종
- 항공우주, 방위산업, 해운, 첨단 소재, 첨단 전자기기, 사이버 보안, 산업 소프트웨어,
에너지, 의료 등
○ 입주 현황
- 1,000개사 이상
2) 입지 여건

○ 인프라/교통 환경
- Pendik 지역 계획 주거단지 조성, 이스탄불 중심부까지 50km
- Sabiha Gokcen 공항(2.3km) 인근 지역에 소재
○ 기타 여건
- Gebze 및 Haydarpasa항구와도 인접
3) 산업 환경

○ 사무 공간, R&D 연구개발센터, 창고 등
4) 관리 기관

○ 터키 국방부(https://www.ssb.gov.tr/Default.aspx?Lang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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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탄불 상업회의소 (https://www.ito.org.tr/en)
5) 입주(투자) 조건

○ 제출 서류 및 절차 (required documents and procedures)
- 온라인 입주 신청(사업제안서, 신청 비용 1,000TL+VAT 납부 필요)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이사회 승인 → 장소 제공 후 입주 및 계약 체결
○ 세금 혜택
-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VAT 면제, 사회보장세 지원, 개발 및 연구용 수입 재화 및 서
비스 대상 수입관세 면제 등
○ 자금 지원
- 설비 구입 지원
○ 기타 인센티브
- 외국계 기업 투자 설립 지원, 외국인 직원 고용 필요 시 일부 절차 간소화, 직원 급여
지원 등
6) 주요 입주 업체
회사 로고

회사명

웹사이트

사업 현황

OBSS BILISIM

https://obss.com.tr/

블록체인, 머신러닝,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A2 TEKNOLOJI

http://www.a2.tc/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통
시스템 관련 시스템 개발, AI

GELEC다

http://
gelecekmuhendislik.com/

산업자동화, 산업용 로봇팔 제작,
기계 디자인/제작

ISTLINK

https://istlink.com.tr/

4G LTE, Wi-Fi, GPS, 3GPP,
GSM 등 통신 산업 및 군용 통신

NEVITECH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머신러닝,
http://www.nevitech.com/ AI, Indoor navigation, Oracle, Java
등 기반 프로젝트 수행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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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키 스마트 테크 진출 전략

가. SWOT 분석
Strengths

∙ 광섬유 인프라의 구축
∙ 디지털 역량 및 산학협력
∙ 저렴한 생산비용(*)
∙ 글로벌밸류체인(GVC)상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Weaknesses

∙ 주요 전자기기 및 장비 등에 대한 높은 외국 의존도
및 국내공급업체의 기반 취약
∙ 5G 융합기술과 융합네트워크 구축기반 미비
∙ GIS (Global Information Systems) 인프라 부족(**)
∙ 제한된 자금력과 선진국 대비 부족한 기술력

Opportunities

∙ 5G 스마트폰 등 핵심서비스 개발추진
∙ 해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및 세금감면 정책
등
∙ 기술설계 및 R&D에 대한 지원 정책
Threats

∙ 주요 전자기기 생산
∙ 국내외 지정학 리스크 상존
∙ 리라화 가치하락 추가 진전 가능성

* BCG Global Production Cost Index에 따르면 터키의 평균생산 비용지수는 98로, 독일의 121 또는 미국의 100대
비 저렴
** 지방자치단체 기준 3%만이 GIS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나. 비즈니스 유형별 진출 전략
■ 기술·제품 수출

○ 유통 구조 및 수출 절차
- 터키는 무역이 GDP의 60.2%(World Bank, 2018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대외의존도
가 높은 국가
- 터키내 외국계 기업들은 자체 사무소를 가지고 현지 수입 업체 또는 유통 업체와 협력
하여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임
* 자체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업보다는 복수의 하위 유통 업체 또는 딜러를 통하여 유통판매

- 최근에는 많은 고객에게보다 쉽게 제품 전달 가능한 물류 및 배송 시스템의 개발로 기
존 유통 채널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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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시장
∙ 2019년 시장 규모 전년 대비 39% 성장한 831억TL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
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더 크게 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
*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35% 기록
<터키 전자상거래 소매시장>

* 자료원 : 터키 투자청

○ 필수 인증 취득 정보
- 일부 제품 수입 시, 사전에 터키정부의 위험 분석 및 통제관리 시스템인 TAREKS에
등록 필요(수입자 담당)
○ 금융 조달 방안
- (일반 현황) 정부의 대외채권의 83%는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장기 자금 및 연구
개발 자금 대출을 하는 국제은행(유럽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등)대상으로 발행되며,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기업들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프로젝트II, 총 9,154백만달러 대출(2018년,세계은행)

- (재무부 신용보증기금) 터키 재무부는 일부 대형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 터키
재무부 보증하의 대출 제공
∙ 중앙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금융 기관(공공 은행 및 터키 자산 펀드) 등을 통하여
대출 진행
* 2019년 기준 총 대출액(2,793백만 USD)

- (민관합작투자사업제도) PPP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보증제도
* 2020년 2분기 기준 총 대출액(7,465백만 USD)보증, 17개의 프로젝트 진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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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직접투자
1) 단독투자

○ 투자진출 개요
- 기본적으로 터키는 외국 기업과 내국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통신업, 수산업 등 일
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국인 단독 투자 기업 설립 가능
- 터키 투자청(Invest Turkey, ISPAT)은 지역별, 규모별, 분야별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외국인 투자 적극 장려 중이며, 지역별 산업단지는 입주시 입지 임대가격 할인,
추가 세제혜택 제공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 투자 적극 유치 중
○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 현황
분야

제한사항

방송업

외국인 지분율을 최대 50%로 제한

해운업

외국인 지분율을 최대 49%로 제한

보험업

외자기업 설립시 내무부 사전승인 취득 필요

은행업

외자기업 설립시 금융감독위원회 사전승인 취득 필요

통신업

외자기업 설립시 정보통신기술위원회 사전승인 취득 필요

자료원 :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 참고사항
- 터키는 첨단 기술 제품 제조 역량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술집약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Technology Focused
Industrial Movement Program)이라는 새로운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발표

기술집약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 터키 제조업에서 수입되는 중간재의 비중이 축소
∙ R & D 인센티브, 투자 인센티브 및 KOSGEB 인센티브는 단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www.hamle.gov.tr)
∙ 목표는 산업 분야에서 첨단 제품 시장의 점유율을 향상
∙ 수출비중증가(39→50%)
∙ 전략적 투자 인센티브 확대
∙ 투자규모가 5천만리라 이상일 경우, 프로젝트 기반 투자 인센티브의 혜택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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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작투자

○ 터키 기업과 비 터키 기업 간의 합작 투자는 증가세
- TV 방송, 해상, 민간 항공 등 특정 부문을 제외하고는 주주 및 경영자의 국적 제한은
없음
○ 터키의 합작 투자에 관한 특정 법률은 없으며, 합작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 및 계약에
근거하여 설립
3) 인수합병

○ 방법, 절차 등

자료원 : KOTRA M&A 지원팀

○ 유의 사항
- 2016년 경제 위기 이후, 터키의 M & A 활동은 거시 경제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하여 2019 년에 급격히 하락
- 연간 총 M & A 규모는 약 53 억 달러, 233 건의 거래(전년 대비 56% 감소)
■ 전략적 제휴

○ 스마트 시티 관련 전략적 제휴 가능한 분야
- 전자 정부(E-Government) : 모든 공공 기관의 디지털화와 모든 데이터 플랫폼의 통합

❘ 329 ❘

2020 중동 주요국 스마트 테크 수요와 진출 방안

이 정부의 시급한 조치 중 하나로, 데이터 통합 플랫폼,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기술의
수요 증가 예상
- 보안 및 사이버 보안 : 보안 데이터 관리 및 통합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분야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18.2월)이 발효되면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음
- 스마트 팜 : 농업의 디지털화가 정부의 의제에 포함됨에 따라 스마트 팜 이니셔티브가
설립되며
- 스마트 학습 : E-Learning 기술은 코로나19 및 정부의 디지털 교육 혁신 비전으로 인해
뜨거운 성장 분야로, 기술을 통한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목적으로 하는 FATIH 프로젝
트등이 대표 사례
- 스마트 헬스 케어 : 공중 보건 관리는 스마트 헬스 케어에서 가장 유망한 성장 분야로,
환자 원격 모니터링, 만성 질환자 관리, 고령자 원격 간호 등은 잠재성이 높음

다. 현지 지원기관 및 수요기업에게 듣는 진출 노하우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에게 듣는 터키 진출 노하우
업체명

BULUTISTAN

인터뷰 응답자

Orucun Ozalp (Co-founder, CMO)

취급품목

클라우드 시스템

유형

현지 클라우드 오퍼레이터

진출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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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UTISTAN사의 주요 납품 처 : pwc, BKM, SABANCI Dx, MEMORIAL 등
∙ 터키 클라우드시장 동향 : 터키의 클라우드 시장은 ‘19년 기준 전년대비 29% 성장하여 2억
3,200만 달러 규모를 기록함. 터키 시장은 지속 성장하며 잠재력이 크지만 ’18년부터 경제가
위축되며 기업들이 CAPEX(설비투자비용)를 줄이고 OPEX(운영지출)를 늘리는 추세, 기업들
의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서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가 증가하며 글로
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AWS, IBM Cloud, MS Azure 등)과 데이터센터 오퍼레이터
(Equinix) 터키 내 입점, 터키 내 금융기관들 주도 하에 Ankara DC 설립 및 개소(2016)하여
운영 중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지속 확대 전망
∙ 한국기업의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제언 : 여러 한국 기업들이 터키 시장 진입을
위해 대형 통신사 혹은 시스템 통합 사업자(system integrator) 등과 접촉을 시도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으며, 터키 혹은 국내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부틱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업과 협업하는 것을 추천, 클라우드컴퓨팅은 터키 내에서 아직 생소한 분야에 속하기 때문
에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이 확산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한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선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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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기관에게 듣는 터키 진출 노하우
기관명

터키 환경도시부 스마트시티과

인터뷰 응답자

Yildirim Bayir 스마트시티과
Deputy manager

산업 분야

스마트시티

유형

정부

진출 노하우

∙ 터키 환경도시부는 ‘19년 국가 스마트시티 전략 및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거시적인 로드맵을
설립하는 등 정책적인 부분에서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해 노력 중임. 그러나 스마트시티 건설
을 위해 센서 등의 핵심 기술은 수입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다대한 상황임. 터키는 외국 투자
기업들에 대해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센서 및 부품 수출에 그치지 않고 터키에 진출하여 현지 기업과 기술합작투자하여 스마트시티
및 기타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센서를 생산한다면 양국 간에 좋은 사업 모델의 선례가 될 것

기관명

NOVUSENS

인터뷰 응답자

Berrin Benli CEO

산업 분야

ICT

유형

유관기관

진출 노하우

∙ Novusens는 35년째 ICT 산업에 종사 중이며 2013년 Novusens Smartcity Institution을 설립,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2020년 4월 KAIST GCC와 MoU 체결
∙ 터키의 스마트시티는 중앙정부에서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에 하달하여 각 지방
정부가 지역적 현황에 맞게 고유한 스마트시티를 개발해 나가는 형태를 띄고 있음. 그러나
Novusens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통, 에너지, 상하수도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개발 우선분야로 꼽고 있으며 내외적으로 개발을 위한 투자 및 협업이 필요한 상황
∙ 한국 정부 혹은 기업들이 터키의 스마트시티 산업에 관심이 있다면 교통, 에너지, 상하수도
부문을 공략할 필요가 있으나 각 지방정부마다 개발 단계 혹은 규모가 다르므로 사전에 충분
한 자료 조사 및 이해가 필요

라.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BIXOLON의 터키 진출 성공 사례
생산제품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등

설립년도

2002년

위치

경기 성남시

고용인원

107명

성공요인

∙ BIXOLON은 1993년 삼성전기에서 ECR용 Printing mechanism 생산을 시작하여 2002년 분사
후 POS, 모바일 포스프린팅 솔루션산업 분야에서 지속 성장, 2010년부터 터키에 WLAN 및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POS 프린터, 모바일 프린터, 라벨 프린터 수출 중
∙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내장된 NFC로 블루투스 오토페어
링과 softAP로 간편한 와이파이연결을 지원하여 현지 요식업 및 배달 업계뿐만 아니라 공공기
관도 BIXOLON사의 영수증 프린터 휴대용 단말기 선호
∙ BIXOLON사는 터키 주요 공공기관 및 정부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 단말기 구입 공공입찰에
참가하여 조달권 획득 후 자사의 제품 남품 중, 각 기관들은 에너지 사용량 측정 및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상이한 관리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BIXOLON사는 각 기관
의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가능하게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공급, 또한 중국 경쟁업체의 OEM 제
품과 다르게 국내 자체 생산을 통해 확실한 품질 보증, 제품 납기일 단축,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보장하여 조달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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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요인

∙ 또한 2010년부터 터키에 제품을 수출하며 수집한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온과 혹한 등 터
키의 동부/서부의 기후 격차에 견디는 제품 내구성, 배터리 수명 연구, 다양한 사용자가 손쉽
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축 등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내 제품 인지도와
충성고객 확보

기타제언

∙ 한국에서는 간과할 수 있는 조건들이 터키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 내 경쟁력을 획득하
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터키에 진출하는 한국 시장들은 각 기업의 제품의 성향
에 따라 현지의 시장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 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
∙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터키의 공공기관 대상 납품 공급 시에는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
어와 유틸리티 개발이 필요함

A사의 터키 진출 실패 사례
생산제품

소프트웨어

설립년도

1990년대

위치

경기, 대한민국

고용인원

400명 이상

∙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터키의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시장 진입을 목표로
2017년 자사가 개발한 문서 작업 프로그램 수출 시도
∙ 그러나 동 프로그램은 터키어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지 않았고 바이어가 이에 대하여 대안책을
요구하자 영문 인터페이스 지원이라는 적절하지 못한 대안책을 제시함
실패요인

기타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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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례>
∙ (미국의 소프트웨어 A사) A사 역시 터키 현지 시장의 구매력을 고려하지 않은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정품이 아닌 크랙 프로그램 사용자를 양성
∙ 또한 프로그램 사용 중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를 해결하며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터키어가
가능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고객들은 AS에 대한 불만도 큼
∙ 상기 기업은 2016년 운영 터키 지사를 폐쇄하고 터키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현재는 온라인 스
토어에 터키어 지원 및 일부 대리점을 통해 유통 중임
∙ 문서작성 프로그램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Microsoft사의
Word는 터키에서도 독보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은 선점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미 특정 제품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에 후속 진
출하는 경우, 시장 선점 제품과는 차별화된 인터페이스 제공,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한 고정
소비자층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초기 시장 진입 및 정착을 위해 투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프트웨어의 해외 시장
진출 시 현지화는 중요한 선결조건으로 선행투자비용을 고려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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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가. 현지 파트너십 희망 기업/단체 리스트
산업 분야

스마트시티

생산 품목

생산설비

업체명

Aselan

설립년도

1975

매출규모

연 90억 리라(약 13억 달러)

고용인원

6,797

홈페이지
주 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한국과의
희망
협력 형태

www.aselsan.com.tr
Mehmet Akif Ersoy Mahallesi 296. Cadde No: 16, 06200 Yenimahalle-Ankara, TURKEY
+90 (312) 592 10 00
aselsan.ir@aselsan.com.tr
전략적 제휴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심이 높으며, 특히 교통, 보안, 에너지 및 건
강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수요가 있음

비고

산업 분야

스마트팜

생산 품목

관개시설 솔루션

업체명

Netafim Turkey

설립년도

1995

매출규모

-

고용인원

-

홈페이지
주 소
대표 전화번호

https://www.netafim.com.tr/
Adana H. Sabancı Organize Sanayi Bölgesi Oğuz Kaan Köksal Cad. No:6 ADANA Turkey
0090-322-394-44-14

대표 이메일

한국과의
희망
협력 형태

1) 전략적 제휴
Netafil Turkey는 한국의 스마트팜 관련 고도화된 IoT기술을 활용,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업 및 마케팅 영역을 바탕으로 농업,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
2) 합작투자
터키의 스마트팜 시범도시로 지정될 신규 지역에 대하여 합작 투자에 대한 의사도 있으나,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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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금 조달 가능 기관 리스트
산업 분야

금융

유형

금융기관

기관명

터키산업개발은행

설립년도

1950

자금운용규모

79억 달러

고용인원

369명

홈페이지
주 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http://www.tskb.com.tr/en
Mecilisi Mebusan Cad. 81 Findikli 34427 Istnabul. Turkey
+90 212 334 52 34
info@tskb.com.tr
∙ 터키산업개발은행은 기술 구입 및 자금 융자와 기술 직접 도입 및 개발 투자, M&A 컨설팅
및 기업 정보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융자의 규모 및 한도와 기한 등은 사업 및 프로젝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터키산업개발은행
금융컨설팅팀(대표메일:ㅤbasf@tskb.com.tr)과 접촉하여 상담 필요

자금 지원
영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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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산업은행의 융자 분야
1) 에너지
- 재생에너지 및 발전소 건설
- 전기 배급 프로젝트
- 천연가스 배급 프로젝트
- 환경, 자원, 에너지 효율 증대 및 발전 프로젝트
2) 인프라/교통
- 물류, 교통 프로젝트
- 통신
3) PPP 프로젝트
- 통합 보건센터
4) 부동산
- 관광-호텔 산업 투자
- 상업용 부동산 및 쇼핑몰 투자
∙ 터키국부펀드는 2016년에 설립되어 현재 기관의 운용자산 확대에 더욱 편중되어 있으며, 국내
업체 융자 부분은 준비 단계
∙ 터키산업개발은행은 1950년 세계은행, 터키중앙은행, 상무부의 지원하에 설립되었으며, 자본
구조는 정부 50%(Vakif Bank), 민간 50%(Is bank)로 이루어져 있음
∙ 터키의 기업 융자는 터키산업은행에서 담당

융복합산업팀
∙ 정석수(기획총괄)
∙ 이나현(편집출판)
중동지역본부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무역관)

윤수한

∙ 아랍에미리트(두바이무역관)

오현탁, 이형민

∙ 요르단(암만무역관)

최명근

∙ 이스라엘(텔아비브무역관)

조경진

∙ 카타르(도하무역관)

김민경

∙ 쿠웨이트(쿠웨이트무역관)

박성우, Amira Nasr El Din

∙ 터키(이스탄불무역관)

안기환, 김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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