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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아람코사, 1933년 설립 이후 첫 실적 공개
석유 공룡 사우디 아람코(Aramco)사가 지난 4

아람코 IPO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기업가치 평

월 1일 사상 처음으로 실적을 깜짝 공개하였다.

가이다. 사우디측은 아람코의 기업 가치를 2조 달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 해 아람코가 기록

러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람코의 유가 전

한 순이익은 1,111억 달러, 세전 영업이익은 2,120

망 시나리오대로 유가가 흘러갈지라도 1조~1조

억 달러에 달한다. 1,111억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

2,0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

면 약 126조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2위와 3위를 기

한 입장 차이는 아람코사가 경쟁사에 비해 유가

록한 애플(594억 달러)과 중국 공산은행(452억 달

변동과 정치적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기

러)을 상회하며, 석유 메이저인 쉘, 엑손모빌, BP,

때문이다. 아람코의 생산원가는 배럴당 2.8달러

쉐브론, 토탈의 순이익을 합친 금액보다 많은 액

로 세계 각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수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세전 영업이익

배럴당 수입은 26달러로 쉘과 토탈의 수입인 38

또한 EU 28개 회원국의 국방비 합계와 맞먹는 규

달러, 31달러보다 적은 편이다. 이는 아람코 전체

모에 달한다.

운영비의 38%를 차지하는 로열티, 소비세 및 기
타 세금 때문이다. 또한 경쟁사에 비해 사업다각

아람코사의 경영실적 공개는 단순 자본조달

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가 변동에 더 많이 노출

보다는 기업공개(IPO)에 대비

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람코사는 이에 대비하여 사업 다각화를 적

아람코의 경영실적은 사우디 정부의 재원을 공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가 하락 시 수직적으

개하는 것과 다름없어 그간 공개되지 않았다. 사

로 다각화된 에너지 회사의 현금 흐름이 순수 업

우디 정부는 아람코 수익 중 상당액을 세금 형태

스트림 기업보다 훨씬 덜 변동성이 있는 것으로

로 징수해 왔다. 2017년 아람코에 대한 정부세가

판명되었고, 향후 수십 년간 연료 수요보다 석유

85%에서 50%로 인하되었으나, 같은 해 사우디 정

화학 수요 증가가 더 뚜렷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

부 수입에서 석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문이다. 거대한 석유 공룡은 이제 세계 톱3 원유

달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사우디 정부가 실적 공

트레이더, 세계 최대 석유화학 공급자로의 도약

개를 추진한 것은 12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을 통해 통합적 에너지 회사로의 변신을 꿈꾸고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자본조달

있다.

보다는 2021년으로 연기된 아람코 IPO에 대비한

자료 : MEED, Reuter, WallStreet Journal, Arab News, Financial Times

측면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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