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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피벗 투 아시아전략 강화
- 중국과 280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 체결 발표 지난 2월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사우디-중국 고

그 간 공급사슬망이 망가진데 있다. 가장 큰 문제

위급 회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간 다양한

는 숙련된 인력의 수급 문제이다. 저유가가 장기

분야의 경제협력 소식이 발표되었다. 사우디 투

화됨에 따라 2014년 이후 사우디 정부에서 추진

자청(SAGIA)은 양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하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대거 취소되거나 규모

사우디 경제 마스터플랜인 비전 2030 달성을 위

가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사우디 내 가장 큰 건설

해 협력할 것이며 에너지, 교통, 수자원, 제조업,

기업인 빈라덴 그룹과 오거(Oger)사 모두 2015년

석유화학, 광업, 주택 건설, 물류, 전자상거래 등

이후 자금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등 자국 기업들

다양한 분야에서 280억 달러(약 31조 5,000억원)

은 규모가 축소되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여력

에 달하는 35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

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사우디 정부는 2016

다. 이 외에도 양국은 랴오닝성 판진시에 정유 및

년부터 글로벌 기업들의 지분 취득이나 조인트벤

석유화학 복합단지를 건설하고 아람코사가 저장

처를 통해 자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노

석유화학사의 지분을 9% 취득하는 문제에 대해

력해왔다. 이번 중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은 안정

합의했다.

적인 유통망 확보라는 측면과 함께 사우디 공급

사우디의 최근 행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사우디가 미국에서 중국 및 아시아로 외

사슬망의 빈 곳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교의 중심축 이동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이동하

MEED(Middle East Economic Digest) 프로젝트

고 있는 것은 외교 중심축만이 아니다. 경제의 중

에 의하면, 2019년 중동 프로젝트 시장의 거대 공

심축도 이동하고 있다. 사우디는 경제의 탈석유

룡이었던 사우디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펼 것으로

화를 추진하는 한편 가스와 석유 생산역량 확충

전망된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예전과 같이 호락

을 통해 에너지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을 표방

호락하지 않다.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중동 시장에서 서서히 역량을 강화해

전략의 중심에는 아시아, 그중에서도 중국이

온 중국기업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이럴 때일

있다. 시장으로서의 중요성 외에도 비전 2030을

수록 사우디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우리도 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

득을 취할 수 있는 상호부조(相互扶助)를 염두에

이다.

둔 전략 설정이 필요하다.

2014년 이후로 침체되었던 사우디의 대형 프
로젝트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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