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79-06-11 (자료원 : 주 쿠웨이트 한국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항공협정

1982-01-12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
트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
정

문화협정

1983-02-06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
트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

1984-02-01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
트국 정부 간의 경제·기
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
한 협정

1985-12-01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
트국 정부 간의 지정항공
사 활동과 장비에 관한
조세와 관세의 면제를 위
한 약정

2000-06-13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2003-04-30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
트국 정부 간의 쿠웨이트
국 주둔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교환각서

2006-04-26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
트국 정부 간의 쿠웨이트
국 경제·기술 협력에 관
한 협정

투자보장협정

2007-08-31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
트 정부 간의 투자의 증
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형사사법 공조조약

2008-04-08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
트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

경제기술 협력 및 무역증진 협정

항공운수 면세약정

이중과세 방지협약

주둔군지위 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경제기술협력협정

비고

2010년 개정

2013-08-28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
트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
도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특별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2015-06-24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
트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특별 여권 소지
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수형자 이송조약

2015-06-24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
트국 정부 간의 수형자이
송조약

범죄인 인도조약

<자료원 : 외교부>

한국교민 수
2,000 명 (자료원 : 주 쿠웨이트 한국대사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ㅇ 1979년 수교 이래, 공고한 우호협력 관계 유지
1979년 6월 한국은 쿠웨이트와 수교를 맺었고, 수교 직후인 1980년 5월에 최규하 전 대통령이 쿠웨이트를 방문하는 등 우리나라의 제2
원유 도입국, 제3의 LPG 공급 국가이자 건설시장으로서 쿠웨이트와의 협력을 중시했다. 쿠웨이트는 한국이 걸프전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1992년 11월 주한대사관을 개설했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등 한국을 중시하는 자세를 견지해왔다. 이전 '사바' 총리
(현 국왕)의 방한, 노무현(2007). 박근혜(2015) 전 대통령 등 고위급 인사의 쿠웨이트 방문을 통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공고화하고 있다.

ㅇ 정책 및 경제협력 강화
2015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쿠웨이트를 방문하여 외교 및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대규
모 경제사절단을 동행해 양국 간 경제교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2016년 쿠웨이트 국무총리가 한국에 방문해 상호 투자확대 및 양자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쿠웨이트 신도시 건설 및 의료분야
교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2019년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한-쿠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쿠웨이트를 공식 방문하였다.

경제
ㅇ 쿠웨이트 스마트 신도시 프로젝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은 2017년 4월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개발을 위한 433억 원 규모의 마스터플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압둘라 신도시 건설 사업은 쿠웨이트 수도인 쿠웨이트시티 서쪽 30km 지점에 분당신도시 3배 규모인 64.4㎢ 터
를 닦고, 주택과 산업· 상업 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로·전력·물·환
경 등 인프라 시설과 도시의 각종 서비스가 연결되는 고효율·친환경 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21년 쿠웨이트 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프로젝트 참가기업 선정, 착공 등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 5월 조사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한 진척상황 없음)

ㅇ 쿠웨이트 국제공항 터미널 4 위탁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4여객터미널 위탁 운영 사업을 수주하여 2018년 8월부터 운영 중이다. 쿠웨이트 정부는 인천
공항공사의 인천공항 제2 여객 터미널 개장 및 인천 공항 운영 노하우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세계 유수의 공항 운
영사와의 경쟁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앞으로 5년간 항공 보안, 여객 서비스, 상업시설 관리, 항공시설 운영 및 유
지/보수와 같은 운영 전반을 맡게 되었으며, 이러한 노하우가 추후 쿠웨이트 신공항 위탁 운영사업 수주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ㅇ 이외에도 서울대병원은 현재 쿠웨이트 공립 종합병원인 New Jahra Hospital의 위탁 운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쿠웨
이트 보건부와 계약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문화
ㅇ 2012년 한국-쿠웨이트 문화 디와니야 결성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민간분야 차원에서 한국과 쿠웨이트 간 문화 교류를 목표로 하는 "한국-쿠웨이트 문화 디와
니야"가 2013년 결성되었다. 회원 수는 약 360명으로 대사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Korean Street Food Festival, Korean Movie
Night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퀴즈대회, 부채 체험전 등을 진행한 바 있다.

ㅇ BTS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에 대한 확대로 한국 식품 및 소비재에 관한 관심 확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가 쿠웨이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음식과 화장품에 관한 관
심이 높다. 스킨푸드, 더페이스샵 등의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 음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통하여 본촌치
킨, 설빙 등 한국 프랜차이즈 식품기업들 역시 진출이 진행 중이다.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게)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
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