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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국가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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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중동의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및 교류의 가능
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지역과 경제협력과 관련된 연구와 자료가 부족했으며 특히, 이 지역과의 교역구조 및 동
향과 관련된 논문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간에 최근 5년 동안 무역결합도 지수 분석과, 무역보완도, 국별편향도 지
수 분석을 통해 향후 GCC 국가로의 한국의 수출 및 교류의 확대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FTA 체결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중동의 주요 3개 국가 모두 산업구조상 한국과 상호보완 관
계가 이루어져 있어 국가 간 자본이동을 점증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무역장벽을 낮추도록 노력한다면 향후 무역보완도
와 국별편향도를 더욱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사우디 간의 무역 및 교역 구조는 3국 중에
서 가장 상호 보완관계가 높아 미래 FTA의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와 더불어 양국 간 교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무역결합도, 무역보완도, 국별편향도, 교역구조, 걸프협력회의

Abstract  Although growth potential of trade between Korea and the GCC region has existed in various fields 
through economic and business cooperation, few data and practical study related with trade structure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GCC region have been found and the potential for further economic expansion 
has not been extensively explored. In this sense, this study is to analyze trade flows between Korea and GCC 
region countries(Saudi Arabia, Unites Arab Emirates, Qatar) using trade intensity index, trade complementarity 
index and special country bias index, identify potential for further expansion of Korea’s trade into the GCC 
region and further propose the implication of FTA between mutual countries. Our analysis of trade flows also 
demonstrates that there is a high level of trade complementarity between Korea and GCC region. It means that 
increase of trade complementarity and special country bias come from removing not only trade barrier and 
increasing but also capital movement. Especially, the study reveals that there is an untapped potential for Korea 
to increase its exports to Saudi, based on the highest complementarities. Export expansion between Korea and 
Saudi through FTA will create new opportunity in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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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70～1980년 의 동은 한국에게는 ‘기회의 땅’이었

다. ‘ 동 붐’의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동 인 라 건설에 성실하고 질 높은 노동력

을 제공하여 벌어들인 외화는 우리나라가 지 의 수출 

강국, 산업 강국으로 발 돋음 하는 데 결정 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40년  1억 6천만 달러에 불과 했던 한국과 

동 간 교역규모는 이제 1천억 달러 수 으로 600배가 

넘게 성장했으며, 사용하는 원유의 80% 이상을 동에서 

들여오면서 동 력의 요성은 차 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정부의 동 4개국(사

우디, 아랍, 카타르, 쿠웨이트) 정상 방문 이후 그동안 한

‧ 동 경제 력이 에 지, 해외건설 등에 국한된 동 

력이었다면, 이제는 보건의료, ICT, 융, 할랄식품, 농

업, 물류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  될 것이란 청신호를 

알렸다.

동은  미국, 유럽 등의 주요 지역이 경기침체와 경제

기로 고 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계속되는 고유가로 

축 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평균 5%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말 기  동은 1조7천억 달러 규

모로 추정되는 국부 펀드를 운 하고 있으며, 이는  세

계 국부 펀드의 36%에 해당하는 수치다[1].

이 듯 동의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 잠재력에 근

거한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 력  교류

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지역과 경제 력과 

련된 연구와 자료가 부족했으며 특히, 이 지역과의 교

역구조  동향과 련된 논문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 이트, 카타르) 

간에 OECD 무역행렬 데이터[2,3]를 활용하여 2010년부

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무역결합도 지수 분석과, 

HS코드 2단 를 기 으로 10개 산업으로 분류된 무역보

완도, 국별편향도 지수 분석을 통해 양국 간에 무역구조

가 경쟁 인지 아니면 상호 보완 인지를 검토하고 더 

나아가 FTA 체결과 련된 시사 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선행연구

그동안 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FTA 체결에 따른 사

후 효과를 측정하는 데에 집 되었으나 본 연구는 무역

결합도, 무역보완도, 국별편향도를 분석하고 양국 간의 

교역동향을 검토하여 시사 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양국 

간에 FTA나 무역 정 이 에 교역동향이나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에 을 두고 있다.

이와 련 연구로는 Bandara & Smith(1999)[4], 김승

진(1999(1,2,3), 2009, 2011)[5,6,7,8,9], 배홍균(2009)[10]의 

약간의 연구가 있다. Bandara & Smith(2002)는 무역결합

도와 보완도 개념을 활용해 남아시아와 호주와의 무역변

화에 하여 분석하 으며, 김승진(1999)의 3개의 연구는 

한국과 EU, 한국과 말 이시아, 그리고 한국과 호주와의 

무역패턴을 분석하 다. 김승진(2009)에서는 한국과 러

시아와 무역결합도를 제조업 부문에서 분석하 으며, 김

숭진(2011)은 OECD에 가입한 동유럽 4개국에 한 무역

결합도, 무역보완도  국별편향도를 분석하 다. 한 

배홍균(2009)은 2국간 의료기기 무역흐름 한 무역결합

도 이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수출구조와 국과 

일본의 수입구조를 상호 유기 으로 해석하 다.

이러한 연구들은 무역결합도 개념을 활용해 분석 

상국간의 교역이나 무역이 얼마나 긴 해졌는지 혹은 잠

재  교역이 얼마가 되었는지를 분석한 것들이다. 그러

나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아래와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동 주요 국가 간의 교역구

조를 분석하 으며 이는 앞에서 술 했듯이  동

력이 요구되는 시 에서 시사 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둘째, 련연구들은 김승진 (2011) 연구를 제

외하고 주로 무역결합도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하

으나 본 연구는 무역결합도 외에 무역보완도, 무역편

향도의 분석을 통해 향후 FTA과 련하여 시사 을 제

시하고자 하 다.

3. 한국과 GCC 국가 간 교역구조 현황

GCC 경제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하는 경제비

은(명목GDP) 약 45.7%로 6개 회원국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아랍에미 이트, 카타르 순이다. 1인당 GDP에

서는 카타르가 세계 1 이며 그 다음으로 아랍에미 이

트가 7 , 사우디가 11 를 나타내어 한국의 세계 30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면 이나 인구 면에서는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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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라비아가 GCC 내에서 가장 높은 순 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CC 국가들  경제  지표 순 에

서 가장 높은 수 을 나타낸 3국(사우디, 아랍에미 이

트, 카타르)을 분석 상으로 고려하 다.

Countr

ies

Nominal Gross 

Domestics Production

GDP per Capita

　
Land 

Area(tho

usand 

km2)

Populati

on

(Million 

People) 

Amount 

(Billion 

US$)

Ratio Rank
Amount  

(US$)
Rank

GCC 1,638 100 12 　 　 2,573 49.7

Saudi 

Arabia
748 45.7 20 51,779 11 2,149 30

UAE 402 24.5 30 63,181 7 83.6 9

Qatar 202 12.4 50 145,894 1 11.6 2

Korea 1,304 - 14 33,791 30 99.7 50.2

Source: IMF WEO(2014)[11]

<Table 1> Current Economy Situation of GCC and
Korea 

한국 →사우디의 경우 수출비 이 2012년 5.94% 이후

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우디→한국의 

경우 연도별 수출비   유율이 비슷한 수 으로 반

복되고 있다. 한국→아랍의 경우에는 수출비 이 약 1%

로 낮게 지속 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나 아랍→한국

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수출비 이 약 9%에 비해 2014

년도 약 6%로 비 이 지속 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Coun

tries

Export 

Direction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Saudi 

Ara

bia

Korea

→ Saudi

Ratio** 1.08 1.24 1.06 0.98 1.25 1.66 1.58 1.40 

Ratio

***
4.46 4.61 4.15 4.32 5.39 5.94 5.44 4.73 

Saudi

→ Korea

Ratio 10.14 11.13 11.45 11.58 11.20 10.84 10.76 10.96 

Ratio 5.93 7.76 6.11 6.31 7.05 7.64 7.31 7.18 

UAE

Korea

→ UAE

Ratio 1.00 1.36 1.37 1.18 1.31 1.25 1.03 1.25 

Ratio 8.42 9.32 5.98 6.83 6.76 6.23 7.03 6.23 

UAE

→ Korea

Ratio 9.25 9.83 7.63 6.93 6.14 5.83 6.78 6.32 

Ratio 3.55 4.42 2.88 2.86 2.81 2.91 3.52 3.14 

Qatar

Korea 

→ Qatar

Ratio 0.31 0.45 0.36 0.10 0.08 0.13 0.15 0.16 

Ratio 4.97 6.83 5.27 2.05 2.11 2.92 3.18 2.75 

Qatar

→ Korea

Ratio 19.02 21.36 17.48 15.93 18.20 19.22 18.97 21.21 

Ratio 2.37 3.30 2.60 2.80 3.96 4.91 5.02 4.92 

Source: Author rewrites tables from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KITA.net)[12]

*2014.1∼2014.10

** Export to Saudi / Total Export of Korea

*** Import from Korea / Total Import of Saudi

<Table 2> Export Ratio and Market Share between
Korea and GCC

나타났다. 한국→카타르의  경우에는 수출비 이 2007년

도 기  0.31%에서 0.16%로 감소하 으며 카타르→한국

은 수출비 이 2007년 약 19%에서 2014년 약 22%로 

차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 방법론 및 분석결과

양국 간에 교역동향  증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

로는 부분균형모델, 일반균형모델 그리고 력모델로 구

분할 수 있다. 부분균형모델은 양국 간 교역에 특화된 모

델로 합성은 높을 수 있으나 거시경제변수들의 간  

효과를 반 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로 알려진 일반균형모델의 경우 거

시경제 반을 포 하는 모델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장

이 있으나 모델이 복잡하여 외부충격의 효과를 정확하

게 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력모형

(Gravity Model)은 단순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잠재 교역

량을 분석할 수 있으나 교역 상 국 간의 수출입 품목을 

고려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I. Yamazawa(1970)[13]의 무역결합도 

개념을 활용해 GCC 주요국가간에 교역 동향과 증 효과

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무역결합도 분석은 력모형의 

기본구조를 활용하면서 력모형에 의해 추정된 무역의 

흐름으로부터 실제 무역의 흐름이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

가에 을 맞춘다. 즉, 양국의 체 수출입 규모로부터 

기 되는 상호간 교역액을 추정한 후 이것과 실제 교역

액을 비교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의 긴 성 정도를 단

한다. 무역보완도는 두 나라 사이의 무역에 있어 무역장

벽과 수송비가 존재하지 않으며 FTA와 같은 상호 호혜

인 무역 정이 없는 상태 하에서 양국 간의 무역구조

가 오직 비교 우 설에 의해서만 결정될 경우에 있어 

상되는 무역결합도이다. 한편 국별편향도는 무역결합도

를 무역보완도로부터 일탈  하는 무역장벽, 수송비  

상호 호혜 인 무역 정 등을 측정하는 지수이다[13].

4.1 연구방법론

수출국 i 의 수입국 j 에 한 무역결합도 지수(Iij)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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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1)

여기서 Xij 는 i 국의 j 국에 한 수출액, Xi 는 i 국의 

총 수출액, Xj 는 j 국의 총수입액, 그리고 X 는 세계의 

총 수출액(혹은 총수입액)을 나타낸다.  식에서 알 수 

있듯이 i 국의 j 국에 한 무역결합도 지수는 i 국의 총

수출에서 j 국에 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 을 세계의 

총수입액에서 j 국의 총수입액이 차지하는 비 으로 나

 것이다. 즉, i 국의 총수출에서 j 국에 한 수출이 차

지하는 비 이 j 국의 총수입액이 세계 체 수출액(혹은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 보다 크면 Iij 는 1 보다 큰 값

을 가지며 그 반 면 1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양국 간의 

교역이 당사국의 GNP 혹은 교역규모에 의해서만 결정된

다면 무역결합도 지수는 항상 1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양

국간 비교우 에 있어서 강한 보완성이 존재할수록, 양

국간 지리  혹은 경제  거리가 가까울수록, 양국간 특

혜무역 정이 존재할수록 두 나라 사이의 무역결합도 지

수는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13].

무역결합도 지수(Trade Intensity Index)는 다시 양국 

간의 순수한 산업구조상의 비교우  내지 비교열  만으

로 결정되는 무역결합도 지수(Expected Intensity of Trade), 

무역보완도 지수(Trade Complementarity Index)와 양국 

간의 특별한 의존 계의 정도, 즉 양국간의 지리  거리, 

차별  통상정책, 해외직 투자 등 상 인 긴 도를 

반 하는 국별편향도 지수(Degree of Special Country 

Bias)로 분해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역장벽과 상품의 수송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면 i 국의 j 국에 한 h 상품의 기 수출액 (
 )은 

j 국의 h 상품 총수입액(

)과 세계의 h 상품 수출에서 

i 국이 차지하는 비 (
  ) 의 곱으로 표시될 수 있

다. 

즉, 


  

∙ 
             (식 4-2)

한편, i 국의 j 국에 한 총 기 수출액은 모든 교역 

상품의 기 수출액의 합이 될 것이다.

                    (식 4-3)

 i 국의 j 국에 한 무역보완도는()  (식 4-1)

에서 i 국의 j 국에 한 실제 수출액()을 i 국의 j 국

에 한 총기 수출액()으로 치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식 4-4) 

실제 수출액이 총기 수출액으로부터 이탈된 정도를 

국별편향도(Bij) 지수로 정의한다.

                       (식 4-5)

아래와 같이 무역결합도지수(iij)는 무역보완도지수

()와 국별편향도지수() 의 곱으로 분해할 수 있다.

   ∙                       (식 4-6)

종합하면, 수출국 i 와 수입국 j 간의 교역에 있어서 무

역결합도()는 수출입국의 비교우 구조에 의해 결정

되는 무역보완도()와 양국간 의존 계의 정도 혹은 

상  긴 도를 반 하는 국별편향도()의 곱으로 분

해할 수 있다[14,15,16].  

4.2 분석결과

4.2.1 무역결합도 분석

한국의  사우디 무역결합도는 2010년 1.40에서 2014

년에는 1.49로 소폭 상승했다. 이 기간  한국의 총 수출

에서 사우디가 차지하는 비 은 0.004p 상승하는 동안  

세계 수입에서 사우디가 차지하는 비 도 0.003p 상승하

다. 즉, 사우디의 수입규모의 상 인 상승치(분모)가 

한국의 수출에서 사우디가 차지하는 비 의 증가치(분

자)보다 약간 작으므로 한국의  사우디 수출의 긴 도

가 소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사우디의  한국 

무역결합도는 동 기간 동안 3.49에서 3.30으로 감소하

는데 이는 세계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 (분자)이 

동기간 동안 0.005p 감소하 으나 사우디의 수출에서 한

국이 차지하는 비 (분모)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아랍 무역결합도를 살펴보면 아랍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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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상 인 상승치(분모: 0.005p 증가)가 한국의 수

출에서 사우디가 차지하는 비 의 증가치(분자: 0.001p 

증가)보다 크므로 한국의  아랍 수출의 긴 도가 감소

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랍의  한국 무역결합도는 

동 기간 동안 0.023에서 0.068로 증가하 는데 이는 세계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 (분자)이 동기간 동안 

0.001p 증가하 으나 아랍의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 (분모)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카타르 무역결합도를 살펴보면 카타르의 

수입규모의 상 인 상승치(분모: 0.001p 증가)가 한국

의 수출에서 카타르가 차지하는 비 의 증가치(분자: 

0.008p 증가)보다 작으므로 한국의  카타르 수출의 긴

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카타르의  한국 

무역결합도는 동 기간 동안 5.422에서 6.770으로 높게 증

가하 는데 이는 세계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 (분

자)이 동기간 동안 0.038p 증가하 으나 카타르의 수출에

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 (분모)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

다. 결과 으로 한국은 사우디와 다른 세계지역보다 상

호간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으며 비교  보완 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아랍이나 카타르와는 카

타르의 한국 무역 결합도를 제외하고는 세계평균 보다 

낮은 보완 계를 나타내고 있다.

Years 2010 2014

a 0.010  0.014  

b 0.007  0.010  

Korean Intensity  of Trade to Saudi(a/b) 1.401  1.492  

c 0.097  0.092  

d 0.028  0.028  

Saudi Arabian Intensity of Trade to Korea(c/d) 3.499  3.302  

a 0.012 0.013 

b 0.012 0.017 

Korean  Intensity  of Trade to UAE(a/b) 0.998 0.733 

c 0.001 0.002 

d 0.028 0.028 

UAE Intensity of Trade to Korea(c/d) 0.023 0.068 

a 0.001 0.002 

b 0.055 0.063 

Korean  Intensity  of Trade to Qatar(a/b) 0.019 0.025 

c 0.150 0.188 

d 0.028 0.028 

Qatar Intensity of Trade to Korea(c/d) 5.422 6.770 

Note: a: Saudi(UAE, Qatar)export ratio of Korea’s total export, b: 

Saudi(UAE, Qatar) import ratio of World total import, c: Korea’s 

export ratio of Saudi(UAE, Qatar)’s total export, d: Korea import 

ratio of World total import

<Table 3> Intensity index of Trade between Korea
and Saudi Arabia, UAE and Qatar 

4.2.2 무역보완도 분석

한국과 사우디와의 무역보완도 결과를 살펴보면 동

국가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 한국의  

사우디 무역보완도”의 경우 2010년 1.1에서 2014년 2.124

로 지속 인 증가를 기록하 다. 이는 한국의 수출산업

구조와 사우디의 수입 산업구조가 서로 상호보완 이라 

말할 수 있다. 한국의 보완도가 높은 주요 수출품목들도 

화학물  제품, 재료별 제조품, 기계운송  장비 등 공

산품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의 품목들 0～9까지의 분류는 UN국제표 통

계(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를 

따른 것으로 0은 동식물, 1은 음료수와 담배, 2는 비식용

물, 3은 물성 연료, 4는 동식물성 유지, 5는 화학물 

 제품, 6은 재료별 제조품, 7은 기계  운수장비 8은 

기타제조품 9는 기타로 구분된다. 한 가 치(Weight)

는  UN국제표 통계에서 제시된 세계무역비용의 각 품

목별 평균치를 용하 다.

SITC 

Items

2010　 2014　

S*R weight S*R Weight

0 0.362 0.058 0.572 0.062 

1 0.283  0.008 0.615 0.008 

2 0.187  0.040 0.293 0.037 

3 0.008  0.141 0.111 0.147 

4 0.031  0.005 0.064 0.005 

5 0.810  0.113 1.850 0.110 

6 1.452  0.131 2.807 0.128 

7 2.027  0.348 3.931 0.346 

8 0.700  0.115 1.104 0.121 

9 0.008  0.040 0.001 0.034 

Average 1.100 　 2.124 　

Note: S: Export Index of Korea, R: Import Index of Saudi, 

Weight: World Trade Cost(UN Statistics)

<Table 4> Korean Complementarity Index of Trade
to Saudi

“사우디의 한국 무역보완도”는 2010년의 경우 1.897

에서 2014년 1.614로 약간 하락했는데 이는 사우디의 

한국 주요 수출품인 물성 연료의 수치가 하락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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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C 

Items

2010 2014  

S*R Weight S*R Weight

0 0.175 0.058 0.151 0.062 

1 0.314 0.008 0.366 0.008 

2 0.256 0.040 0.358 0.037 

3 5.621 0.141 3.479 0.147 

4 0.112 0.005 0.119 0.005 

<Table 7> UAE Complementarity Index of Trade
to Korea

5 0.197 0.113 0.198 0.110 

6 0.580 0.131 0.762 0.128 

7 0.373 0.348 0.465 0.346 

8 0.395 0.115 0.342 0.121 

9 0.116 0.040 0.387 0.034 

Average 1.094 　 0.872 　

SITC Items
2010　　 2014　

S*R Weight S*R Weight

0 0.123 0.058 0.109 0.062 

1 0.021 0.008 0.025 0.008 

2 0.129 0.040 0.061 0.037 

3 12.484 0.141 10.143 0.147 

4 0.077 0.005 0.082 0.005 

5 0.808 0.113 0.690 0.110 

6 0.108 0.131 0.147 0.128 

7 0.044 0.348 0.046 0.346 

8 0.030 0.115 0.025 0.121 

9 0.000 0.040 0.001 0.034 

Average 1.897 　 1.614 　

<Table 5> Saudi Complementarity Index of Trade
to Korea

“한국의  아랍 무역보완도”의 경우 2010년 1.109에

서 2014년 1.274로 소폭 증가했으며 이는 상호보완 계

가 성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보완도가 높

은 주요 수출품목들도 재료별 제조품, 기계운송  장비. 

기타제조품 등 공산품으로 나타나고 있다.

SITC 

Items

2010　 2014 　

S*R Weight S*R Weight

0 0.137 0.058 0.169 0.062 

1 0.360 0.008 0.601 0.008 

2 0.106 0.040 0.143 0.037 

3 0.118 0.141 0.154 0.147 

4 0.015 0.005 0.017 0.005 

5 0.593 0.113 0.869 0.110 

6 1.495 0.131 1.665 0.128 

7 1.968 0.348 2.302 0.346 

8 1.115 0.115 0.998 0.121 

9 0.033 0.040 0.140 0.034 

Average 1.109 　 1.274 　

<Table 6> Korean Complementarity Index of Trade
to UAE

“아랍의 한국 무역보완도”는 2010년의 경우 1.094에

서 2014년 0.872로 하락했는데 이는 한국 주요 수출품

인 물성 연료의 수치가 하락한 데 기인한다.

한국과 카타르와의 무역보완도 결과를 살펴보면 “ 한

국의  아랍 무역보완도”의 경우 2010년 1.183에서 2014

년 1.413로 증가했다. 한국과 카타르 역시 수출과 수입 산

업구조에 있어 상호보완 계가 성립하고 있다.

한국의 보완도가 높은 주요 수출품목들도 화학물  

제품, 재료별 제조품, 기계운송  장비. 기타제조품 등 

공산품으로 나타났다.

 

SITC 

Items

2010  2014  　

S*R Weight S*R Weight

0 0.181 0.058 0.239 0.062 

1 0.324 0.008 0.382 0.008 

2 0.214 0.040 0.339 0.037 

3 0.029 0.141 0.053 0.147 

4 0.013 0.005 0.020 0.005 

5 0.647 0.113 1.036 0.110 

6 1.547 0.131 1.682 0.128 

7 2.265 0.348 2.680 0.346 

8 0.804 0.115 0.972 0.121 

9 0.012 0.040 0.008 0.034 

average　 1.183 　 1.413 　

<Table 8> Korean Complementarity Index of Trade
to Qatar

“카타르의 한국 무역보완도”는 2010년의 경우 1,931

에서 2014년 0.008로 격히 하락했는데 이는 한국 주

요 수출품인 물성 연료의 수치가 격하게 하락한 것

에 기인한다.

SITC Items
2010　 2014　

S*R Weight S*R Weight

0 0.001 0.058 0.000 0.062  

1 0.000 0.008 0.000  0.008 

2 0.100 0.040 0.000  0.037 

3 13.543 0.141 0.001  0.147 

4 0.000 0.005 0.000  0.005 

5 0.135 0.113 0.000  0.110 

6 0.005 0.131 0.000  0.128 

7 0.000 0.348 0.024  0.346 

8 0.000 0.115 0.000  0.121 

9 0.035 0.040 0.000  0.034 

average　 1.931 　 0.008  　

<Table 9> Qatar Complementarity Index of Trade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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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무역편향도 분석 

한국과 동 3개국 간에 무역 계를 나타내는  다른 

척도인 국별편향도의 산출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  “한

국의  동 3개국 간 무역편향도” 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Countries 2010 2014

Korean Special Country Bias of Trade to Saudi 1.274 0.702 

Saudi Arabian Special Country Bias  of Trade to 

Korea
1.844 2.046 

Korean Special Country Bias of Trade to UAE 0.900 0.575 

UAE Special Country Bias  of Trade to Korea 0.021 0.078 

Korean Special Country Bias of Trade to 

QATAR
0.016 0.018 

QATAR Arabian Special Country Bias  of Trade 

to Korea
2.808 846.250 

<Table 10> Degree of Special Country Bias between
Korea and Saudi, UAE and Qatar

5.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 간에 OECD 무역행렬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역구조 분석을 통해 양국 간에 상호 보완의 정도가 얼

마나 긴 해졌는지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

의  사우디, 사우디  한국 결합도는 각각 2014년 

1.492와 3.302로 나타나 한국은 사우디와 다른 세계지역

보다 상호간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어 비교  보완 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과 사우디와의 무역보완도 결과를 살펴보면 

동국가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 한국의 

 사우디 무역보완도”의 경우 2010년 1.1에서 2014년 

2.124로 지속 인 증가를 기록하 다. 이는 순수한 비교

우  측면에서 고려할 때 용된 동 3개국 에서 사우

디가 한국의 수출 증 에 가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이며, 

상호간의 산업구조가 서로 보완 이라 해석할 수 있다. 3

국간의 무역보완도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의 보완도

가 높은 주요 수출품목들도 화학물  제품, 재료별 제조

품, 기계운송  장비, 기타 제조품 등 주로 공산품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 이러한 을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동 3개국 간 국별편향도” 가 세계 

기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카타르

의 경우 2014년 기  0.018로 2010년 0.016보다 소폭 증가

경향을 보 으나 매우 낮은 값이며 사우디와 아랍은 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낮은 무역편

향도 값이나 감소경향은 향후 한국과 동국가 간에 무

역  교역을 증진시키기 한 추가 인 제도  장치의 

검토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 으로 동의 3개 국가 모두 산업구조상 한국과 

상호보완 계가 이루어져 있어 국가 간 자본이동을 증

가시키거나 무역장벽을 낮춘다면 향후 무역보완도와 무

역편향도를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과 사우

디 간의 무역  교역 구조는 3국 에서 가장 상호 보완

계가 높아 미래 FTA의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

증 와 더불어 양국 간 교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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