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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
19)의 확산은 세계 식량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며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
조시켰다. GCC 지역은 환경적 여건으로 농업 발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식량
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물류와 인력의 이동을 제한
하면서 이들 국가의 식량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GCC 국가
들은 자국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생산 확대, 해외 농지 및 식량 부문
투자 확대, 수입원 다각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등의 영향으로
농업부문에서도 첨단기술이 접목된 애그테크(AgTech)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GCC에서의 기술 기반 스마트 농업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는 GCC 국가들의 식량안보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부문별 정책을
분석하는 한편 GCC의 식량안보 강화 정책에 대응한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여
에너지･건설 등 부문에 집중된 우리의 대GCC 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GCC의 식량안보 상황을 세계식량안보지수와 식량생산 및 수급
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2019년 세계식량안보
지수 순위는 113개 국가 중 13~50위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과 관련성이 높은 식량구매능력에서 특히 높은
점수 및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지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환경
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 발생 가능성과 대응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천연자원
및 회복탄력성 부문에서 GCC 국가들은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한편
GCC 국가들의 식량생산은 전체 소비 대비 25.2%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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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수입을 통해 공급되며, 특히 주식인 곡물의 경우 전체 소비 대비 수입 비
중이 93.0%로 높게 나타났다. 곡물의 재고량도 소비와 대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GCC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식량안보 수준을 유지하
고 있으나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자원 및 농경지 부족 등으로 인해 식량
생산도 용이하지 않아 식량 공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변화 방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2008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이후 GCC는 국내 식량생산을 증대하
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등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GCC
국가의 이러한 계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GCC 각국은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식량안보를 주요 부문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전담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UAE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및 연
구개발을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의 도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GCC 국
가들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해외 농지 및 식량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식량 비축
과 수급관리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일본･미국･유럽 등 주요국과 GCC 간 주요 협력사례를 살
펴보았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협력과 더불어 민간 및 학계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UAE 정부 간 농업부문 협력 강화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일
본도 정부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 자금을 통한 펀드
조성이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GCC 국부펀드 등과 협력하

여 현지 기업 및 양자간 설립된 조인트벤처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현지 농업 기
관과 협력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기술 기반 스타트
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UAE는 미국과 유럽의 농
업부문 스타트업 유치 및 연구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농업부문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이어나가고 있다.
5장에서는 한국과 GCC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
다. 먼저 정부 간 농업기술 협력 및 기업지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
부 차원에서 농업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GCC 지역 내 스마트팜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스마트 농업 진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유럽･미국 등의 농업 선도국들이 GCC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과 차별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GCC 현지 농업부문 인력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농업 인력 교육 관련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인력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제
공하고 농업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지식공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식품 밸류체인 변화에 따라 진출부문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 이후 GCC 현지 식품시장에서도 온라인 주문 증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콜드체인(cold chain)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유기농 제품, 할랄(halal)식품, 저장식품 등에 대한
소비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식품부문에서 한국전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될 수 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농식품 기업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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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를 높여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은 통관 시 규정이 까다로워 기업의 어려움이 많은 부문으로
평가되는데 클러스터에서 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간소화된 규제가 적용되도
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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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
19)의 확산은 세계 식량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며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
조시켰다.1)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요 식량생산국 및 수출국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였고 일부 국가들은 식량 수입 관세를 인하해 국내 가격을 낮추려
는 움직임을 보였다. 2020년 12월 현재 세계 곡물 시장은 공급과 가격 측면에
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나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
되는 상황에서 일부 국가는 통화가치 하락과 공급 차질 등으로 식품가격이 상
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공급망 붕괴, 식량생산 차질, 소득
및 해외 송금액 감소 등은 식량안보 위기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식품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소득은 감소하면서 가정에서는 식량소비 규모를 줄이고
식량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
은 2020년 말까지 전 세계 인구 중 1억 3,700만 명이 추가적으로 심각한 식량
불안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82% 증가
한 수치이다.2)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리스크는 식량 수입의존도가 높은 GCC 국가에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3) GCC 지역은 해안가를 제외하고 대체로 고온건조
한 기후, 부족한 수자원, 척박한 토지 등 환경적 여건으로 농업 발전이 제한적
인 상황에서 전체 식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4) GCC 국가 모두
1) 1996년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는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식이적 필
요성과 식품기호를 만족시키면서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에
물리적･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때 식량안보가 유지된다고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식량의 물리적 가
용성, 식량에 대한 경제적·물리적 접근성, 식량 활용, 그리고 이러한 요소의 안정성을 식량안보의 4가지
주요 차원으로 인식하였다. FAO(2008), p. 1.
2) 세계 곡물 가격은 2020년 12월 초 기준 1월 대비 약 10%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World Bank, Unde
rstanding Poverty, Topics, Agriculture and Food, Food Security and COVID-1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2. 26).
3)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Al-Handhali and Miniaoui(2020),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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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의 GDP 기여율은 낮은 편이다. 농림수산업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은 2019년 기준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가 2%대로 그나마 GCC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나머지 국가는 1% 미만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림 1-1. GCC 주요국 경제성장률 및 국제 유가 추이
(단위: %(좌), 달러/배럴(우))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0;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Pink Sheet”
Data, Annual Prices(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8).

그림 1-2. GCC의 농림수산업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그림 1-3. GCC 인구변화 추이

(단위: %)

(단위: 백만 명(좌), %(우))

주: 1) MENA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임.
2) MENA와 세계의 수치는 2018년이 최신 수치임.
자료: World Bank Open Data(검색일: 2020. 11. 28).

주: 2020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0(검색일: 2020. 11. 28).

대부분의 GCC 국가는 석유부문 의존도가 높은 산유국으로 경제성장이 국
제 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유가 시기에는 막대한 석유
수익을 바탕으로 식량을 수입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나 2014년 하반기 이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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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유가가 하락하고 이전 대비 저유가 시기가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식량 수입
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이 GCC 지역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향후 식량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식량 부족 사
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게 되었다.
코로나19는 물류와 인력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이들 국가의 식량 위기에 대
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2020년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식량생산이 안정
적이며, 2020~21년 수급 전망도 긍정적으로 농식품부문은 다른 부문보다 더
큰 회복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5)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물류의 제약과 보호주의가 심화된다면 GCC와 같은 식량
수입국은 식량안보 확보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주요 식량 수입로인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에 대한 이란의 봉쇄 위협 등 지정학적 리스
크 증가로 인한 식량수급 차질도 우려된다. 2017년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카타르 단교 조치와 같은 지역 내 갈등은 각국의 식량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GCC 국가들은 자국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생산
확대, 해외 농지 및 식량부문 투자 확대, 수입원 다각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질 좋은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GCC 국가들은 식량안보 관련 정
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등의
영향으로 농업부문에서도 첨단기술이 접목된 애그테크(AgTech)가 전 세계적
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GCC에서의 기술 기반 스마트 농업 도입이 가속화될 것
5) 코로나19의 식량 및 농업부문 영향에 대해서는 FAO(2020), WTO(2020), Mogues(2020)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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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저유가, 지역 내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의 대내외적 환경 변
화와 함께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GCC 국가들의 식량안보 현황
과 특징을 생산과 수급 측면에서 살펴보고 부문별 정책 방향을 분석하였다. 또
한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GCC와 주요국 간 협력사례를 통해 국가별 특징 및 최
근 추세를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과 GCC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GCC의 식량안보 강화 정책에 대응한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여 에너지･건설 등 부문에 집중된 우리의 대GCC 협력을 다각
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통계분석, 기업 담당자 및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
뷰가 주로 활용되었다. GCC의 식량안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FAO, 세계은
행(World Bank), 아랍농업개발기구(AOAD: Arab Organization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미국농무부(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등의 통계를 사용하였다. 각국의 식량안보 정책과 협력사례는 정부의 정책보고
서 등 1차 자료를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파악이 어려운 부분은 2차 자료 및 현
지 언론 등을 참고하였다. 정책부문에서는 식량안보 정책을 가장 활발히 추진
하는 UAE와 GCC 국가 중 식량생산 및 소비 규모가 가장 큰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부문별로 정책적 특징을 보이는 국가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
았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는 현지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 시사점 도출을
위해 유망 분야, 진출 애로사항, 정책수요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세계식량정상회의
(WFS)에서 발표한 식량안보 개념을 바탕으로 EIU(Economist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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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가 개발한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Global Food Security Index)를
이용하여 GCC의 식량안보 수준을 분석하였다.6) 이와 함께 국가별 주요 품목
생산량과 자급률, 식량교역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가별 주요 식
량안보 계획을 검토하고 각국의 추진 정책을 국내 농업부문 개발, 수급 안정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GCC와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의 협력사례
를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정부 간 협력 확대와 기업
진출 증대를 위한 협력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6) EIU는 영국의 시사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계열사 중 하나로, 국가별 경제 현황 및 전
망, 리스크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민주주의지수(Democracy Index),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등을
개발하여 세계 순위 및 세부 지표별 점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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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식량안보 현황 및 특징

1. 세계식량안보지수 분석
2. 식량생산 현황 및 특징
3. 식량수급 현황 및 특징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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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식량안보지수 분석
가. 개요
EIU는 세계식량정상회의(WFS: World Food Summit)에서 제시된 식량안
보의 정의를 토대로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Global Food Security Index)
를 개발하였으며,7)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GCC의 식량안보 현황을 살
펴보고자 한다. EIU가 제시한 세계식량안보지수는 식량의 구매능력, 공급능
력, 품질 및 안전이라는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1 참고).8) 이 중 식
량구매능력은 평균 식품가격의 변화, 빈곤선 이하의 인구 비중, 1인당 GDP 등
식량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국가 및 개인의 소득 수준과 관련된 세부 지표로 이
루어져 있다. 식량공급능력은 충분한 공급(평균 식량공급량, 만성적인 식량 원
조 의존도), 농업 관련 R&D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 농업 인프라, 농업생산의
변동성 등 안정적인 식량 확보와 관련한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식량 품질 및 안전은 음식 섭취의 다양성, 영양소 기준, 미량 영양소
의 공급능력 등 단순히 양적 평가가 아닌 섭취하는 식품의 질적 측면에 대한 세
부 평가항목을 포함한다. EIU는 2019년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 113개 국가의
각 지표에 대한 가중치 및 비중을 설정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전체 및 부
문별 점수와 순위를 발표하였다.9)

7) Global Food Security Index, Home, Methodolog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0).
8) EIU는 세계식량안보지수의 평가부문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후와 천연자원이 농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경우 주요 농업 생산국이 식량 수출을 제한하면서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는 식량 부족에 더욱 취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대응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천연자원 및 회복탄력성(Natural
Resources & Resilience)’ 부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9) EIU(2019), Global Food Security Index, Download the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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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세계식량안보지수의 부문별 세부 평가항목
부문

구매능력
(affordability)

세부 평가항목
· 평균 식품가격의 변화
· 빈곤선 이하의 인구 비중
· 1인당 GDP
· 농산물 수입관세율
· 식품 안전망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 농가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

공급능력
(availability)

· 충분한 공급(평균 식량공급량, 만성적인 식량 원조 의존도)
· 농업 R&D에 대한 공공지출
· 농업 인프라
· 농업생산의 변동성
· 정치적 안정성
· 부정부패
· 도시 흡수 능력(Urban absorption capacity)10)
· 식량 손실

품질 및 안전
(quality &
safety)

· 음식섭취의 다양성
· 영양 기준
· 미량 영양소의 공급능력
· 섭취 단백질의 품질
· 식품 안전

자료: EIU(2019), Global Food Security Index, Download the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나. GCC의 세계식량안보지수
GCC 국가들은 2019년에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 및
순위를 기록하였다. 2019년 기준 세계식량안보지수는 총 113개국을 대상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중 카타르의 총점은 81.2점으로, 세계 기준 13위, GCC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하였다(표 2-2 참고). 그리고 UAE의 총점은 76.5점(세계
21위)으로, 그다음으로 높은 순위에 올랐다. 다른 GCC 국가들도 총점 기준
66.6~74.8점, 순위 기준 27~50위로 비교적 중상위권을 차지하였다. GCC 국

10) 도시 흡수 능력은 실질 GDP 증가율과 도시 인구 증가율의 차이를 비교하여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서 도시 지역 인구의 식량공급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지표이다.
EIU(2016),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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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분은 높은 소득 수준 및 풍부한 외화자산을 바탕으로 식량 구매능력에
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공급능력과 품질 및 안전 부문에서는 상대적으
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세계식량안보지수의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
지만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천연자원 및 회복탄력성
부문에서는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표 2-2. GCC 국가별 세계식량안보지수 순위 및 점수(2019년)

총계

국가

구매능력

공급능력

품질 및 안전

천연자원 및
회복탄력성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카타르

13

81.2

1

98.9

38

64.0

13

84.1

90

48.7

UAE

21

76.5

4

89.8

39

63.7

26

78.5

106

43.9

쿠웨이트

27

74.8

5

88.1

43

62.3

29

75.9

78

51.5

사우디아라비아

30

73.5

8

86.3

46

61.8

35

73.5

102

44.4

오만

46

68.4

39

77.8

67

57.6

34

74.4

107

43.8

바레인

50

66.6

26

81.9

70

56.3

67

56.9

113

39.0

자료: EIU(2019), Global Food Security Index, Download the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GCC 국가들은 세계식량안보지수의 3개 부문 중 하나인 구매능력에서 특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GCC 국가의 높은 1인당 GDP 및 풍부한 외환
보유고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GCC 국가는 그동안 막
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를 수출하여 외환보유고 또는 국부펀드의 형태로 외화자
산을 축적해왔다(표 2-3 참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9만 달러로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구 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각각 3,341만 명,
1,043만 명이며, 두 국가를 제외한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등의 인구는 1,000만
명 미만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다. 즉 막대한 외화자산 대비 적은 인구로 정부
또는 개인이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
부 차원의 식품 안전망 프로그램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농가의 금융에 대한 접
근성은 오만을 제외하고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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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GCC 국가별 소득 관련 주요 지표와 인구 규모

국가

1인당 GDP
(달러)

외환보유고
(십억 달러)

국부펀드
(십억 달러)

인구
(백만 명)

바레인

49,786.0

3.7

18.7

1.481

쿠웨이트

44,150.7

39.2

533.6

4.622

오만

32,379.6

16.7

-

4.179

카타르

91,248.8

39.7

295.2

2.760

사우디아라비아

47,219.3

497.3

390.0

33.414

UAE

61,009.7

108.4

1,162.3

10.430

주: 1) 1인당 GDP는 2017년 PPP 달러 기준.
2) SWFI에 오만 국부펀드 규모에 대한 정보는 없음.
자료: SWFI, Dashboard, Entities, Search;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Statistical Appendix,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11);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8).

표 2-4. GCC 국가별 식량의 구매능력 세부 평가항목 점수 비교

세부 평가항목

세계 평균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UAE

평균 식품가격의
변화

96.4

2.6

2.3

2.9

3.0

3.1

2.4

빈곤선 이하의
인구 비중

83.5

16.5

16.5

16.5

16.5

16.5

16.5

1인당 GDP

17.8

21.2

33.7

16.2

82.2

26.1

41.9

농산물 수입관세율

75.6

9.3

16.5

6.0

15.0

12.9

14.8

식품 안전망 프로
그램의 존재 여부

74.3

25.7

25.7

25.7

25.7

25.7

25.7

농가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

63.9

11.1

36.1

-13.9

36.1

36.1

36.1

주: 1) GCC 국가별 숫자는 세계 평균과의 차이임.
2) 국가는 알파벳 순서를 따름.
자료: EIU(2019), Global Food Security Index, Download the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GCC 국가들은 식량공급능력에서 구매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
및 점수를 기록하였다. 2019년 GCC 국가들의 공급능력 부문 순위는 38~70
위권이며, 점수는 56.3~64.0점이었다. GCC 모든 국가가 공급능력의 세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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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중 농업생산 변동성과 정치적 안정성, 도시 흡수 능력 등의 부문에서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표 2-5 참고). 농업생산의 변동성
은 GCC 국가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종류 및 양 자체가 많지 않고 이마저도 일
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11) 또한 GCC
는 왕위 승계 문제,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 등으로 정치적 안정성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GCC 국가의 소득 수준 자체는 높으나 최근 저
유가 기조로 소득의 증가율은 낮은 반면, 인구 및 도시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가
파르게 성장하여 도시 흡수 능력 점수 또한 전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GCC 국가들은 부정부패와 농업 인프라에서 세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표 2-5. GCC 국가별 식량의 공급능력 세부 평가항목 점수 비교

세부 평가항목
충분한 공급
농업 R&D 관련
공공지출

세계 평균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UAE

60.8

6.9

14.4

-1.1

6.9

8.2

6.1

5.0

0.6

3.3

-0.7

0.6

0.6

-4.5

농업 인프라

49.1

0.1

12.2

16.7

17.7

15.6

22.9

농업생산 변동성

81.2

-19.1

-6.7

-13.6

-10.2

-11.6

-16.8

정치적 안정성

49.6

-27.4

-16.3

-16.3

-10.7

-10.7

-5.2

부정부패

38.5

11.5

11.5

11.5

36.5

11.5

36.5

도시 흡수 능력

82.0

-8.3

-14.3

-21.3

-10.4

-8.5

-3.4

식량 손실

84.9

1.5

4.3

6.9

4.4

6.6

-1.5

주: GCC 국가별 숫자는 세계 평균과의 차이임.
자료: EIU(2019), Global Food Security Index, Download the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GCC 국가별 식량의 품질 및 안전 부문 세계 순위는 13~67위, 점수는
56.9~ 84.1점을 기록하였다. GCC 모든 국가가 품질 및 안전 부문 세부 지표
중 미량 영양소의 공급능력과 식품안전 항목에서 전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높

11) GCC 국가별 식량생산에 관한 내용은 본 장의 2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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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수를 기록하였다(표 2-6 참고). GCC 국가들은 2014년 ‘수입식품 통제를
위한 지침(GCC Guide for Control on Imported Foods)’을 공동으로 도입
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강도 높은 검역을 시행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다양한
규제 및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식품안전지표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12) GCC 6개국 중에서도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4개국
의 모든 식품 품질 및 안전 관련 세부 평가항목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았다.13)
쿠웨이트는 영양 기준에서 세계 평균보다 2점이 낮은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
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바레인의 품질 및 안전 부문은 음식섭취의 다
양성, 섭취 단백질의 품질 항목에서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는 등
다른 GCC 국가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2-6. GCC 국가별 식량의 품질 및 안전 세부 평가항목 점수 비교

세부 평가항목

세계 평균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음식섭취의 다양성

55.8

-11.0

8.0

16.6

11.4

4.5

8.0

영양 기준

67.4

0.0

-2.0

32.6

32.6

32.6

32.6

미량 영양소의 공급
능력

60.3

17.7

19.2

8.6

30.3

10.6

16.2

섭취 단백질의 품질

47.0

-0.7

24.2

6.1

24.2

6.4

19.7

식품안전

82.5

17.5

17.5

11.9

17.2

17.5

16.1

주: GCC 국가별 숫자는 세계 평균과의 차이임.
자료: EIU(2019), Global Food Security Index, Download the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GCC 국가의 전반적인 식량안보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문
제는 향후 변화에 따른 대응 능력 차원의 척도인 천연자원 및 회복탄력성 부문
이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부문은 자연재해에 대한 노출
정도와 정부의 대처 능력, 수자원, 토지, 해양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세부 평가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환경 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 발생 가능성과 대응 능
12) 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Secretariat General(2015), p. 3.
13) 알파벳 순서에 따라 국가 명을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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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GCC는 전 세계 주요 지역 및 경
제권 중 천연자원 및 회복탄력성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가뭄, 홍수 등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한 노출, 용수의 질과 양, 인구 증가율 및
도시화율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문제 등의 세부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표 2-7 참고). GCC의 국토 대부분은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경작지 및 수자원
이 상당히 부족하다. GCC 국가 중 경작지 비중이 가장 높은 바레인이 2.1%였
으며, 오만, 쿠웨이트, UAE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그림 2-1 참고). 또한 1
인당 총재생가능 수자원량도 4.9~300.0㎥로, GCC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우
리나라(1,364.1㎥), 중국(1,955.2㎥)과 비교해도 상당히 적다(그림 2-2 참고).
이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GCC 지역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농작물을 재배
하기 어려워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즉 GCC 국가들은 현재 양
호한 식량안보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국제정세 등의 변
화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7. GCC 국가별 천연자원 및 회복탄력성 세부 평가항목 점수 비교

세부 평가항목

세계 평균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UAE

노출 정도

63.3

-36.4

-15.0

-17.0

-18.0

-9.0

-17.3

용수

55.0

-21.0

-14.5

-19.3

-19.9

-39.8

-38.4

토양

79.2

10.1

-26.3

9.2

9.9

11.1

13.1

해양

41.3

-1.5

4.3

-2.1

10.1

-11.2

2.1

민감도

36.5

-16.5

33.5

-16.0

-16.5

-15.8

-16.5

적응 능력

58.1

-16.4

0.2

-16.4

-8.1

-16.4

-24.8

인구통계학적 문제

55.2

-49.8

-9.2

-43.4

-14.2

-6.8

2.6

주: GCC 국가별 숫자는 세계 평균과의 차이임.
자료: EIU(2019), Global Food Security Index, Download the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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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가별 경작지 비중(2016년)

그림 2-2. 1인당 총재생가능 수자원량(2017년)

(단위: %)

(단위: ㎥/인․년)

자료: World Bank, Data, Arable land(% of land
are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5).

자료: FAO, Aqua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5).

2. 식량생산 현황 및 특징
GCC의 식량안보와 관련한 상황은 세계식량안보지수 외에도 다양한 식량별
생산 및 수급의 특성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아랍농업개발기구(AOAD:
Arab Organization for Agricultural Development)는 GCC를 포함한 아
랍 국가의 연도별 및 품목별 생산, 수입, 수요, 투입량 등 다양한 수급 현황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14) 이를 토대로 가용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
의 식량생산 특성을 살펴본 결과, GCC에서 국가 기준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가, 품목 기준으로는 채소가 각각 가장 많은 생산량 및 비중을 차지하였다.15)
2016년 기준 GCC의 전체 식량 생산량은 1,239만 MT(Metric Ton)이었다
(표 2-8 참고).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은 GCC 전체 생산의 69.4%에
해당하는 860만 MT이었다. 반면 바레인의 식량 생산량은 GCC의 1.3%인 16만
14) Arab Organization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Arab Agricultural Statistics Yearbooks,
Arab Agricultural Statistics Yearbook–Vol 3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15) GCC의 식량을 생산, 소비, 수입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최신 통계가 부족하여 본 연구는 아랍농
업개발기구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 통계를 활용하였다. 최근까지도 농업부문에서 큰 변화가 나타
나지 않고 있어 GCC의 전반적인 식량안보 상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해당 자료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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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에 불과했다(그림 2-3 참고). 품목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토마토, 양파, 수
박 등의 채소와 유제품이 각각 323만 MT(21.5%), 321만 MT(2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그림 2-4 참고).16) 반면 전체 식품 소비의 47%를 차
지하는 곡물의 생산량은 전체 식량 생산 중 7.2%인 108만 MT에 불과했다. 생
산되는 곡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밀과 수수 및 기장 등으로 제한적이었다.17)
GCC 국가별 최대 생산 품목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카타르는
유제품, UAE와 오만은 과일(대추야자), 쿠웨이트는 채소(토마토, 가지, 오이
등)였다.18)

표 2-8. GCC의 국가 및 주요 품목별 생산량(2016년)
(단위: 1,000MT)

국가

곡물

채소

과일

육류

유제품

사우디아라비아

1,047.5

2,150.5

1,654.7

990.6

2,702.7

UAE

1.3

226.6

697.6

164.9

오만

27.4

380.1

445.8

139.0

4.9

431.5

102.4

바레인

-

12.2

카타르

1.4

30.6

1,082.4

3,231.6

쿠웨이트

소계

기타

총계

58.6

8,604.6

180.5

3.4

1,274.3

101.0

303.2

1,396.6

105.9

70.5

23.9

739.2

22.8

23.3

93.0

5.1

156.5

29.3

28.4

62.1

70.0

221.7

2,952.6

1,452.2

3,209.8

3,128.3 12,392.9

자료: Arab Organization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Arab Agricultural Statistics Yearbooks, Arab Agricultural
Statistics Yearbook–Vol 3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GCC는 식량 소비 대비 생산이 많지 않아 전반적으로 낮은 자급률을 기록하
였다. 2016년 기준 GCC의 전체 식량수요 및 생산은 각각 4,900만 MT,
1,239만 MT이었으며, 자급률은 25.2%로 나타났다.19)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
면, 오만의 자급률이 46.5%로 GCC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카타르의 자급률

16) 괄호 안의 %는 전체 식량생산에 대한 비중을 의미한다.
17) Arab Organization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Arab Agricultural Statistics Yearbooks,
Arab Agricultural Statistics Yearbook–Vol 3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18) UAE와 오만의 전체 과일 생산 중 대추야자가 각각 96.3%, 7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Ibid.
19) Alpen Capital(2019),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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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9.5%에 불과했다(그림 2-5 참고). 품목별로 살펴볼 경우, 유제품, 채소, 과
일, 육류가 38~47.8%로 상대적으로 높은 자급률을 보였다(그림 2-6 참고). 하
지만 GCC의 식량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곡물의 자급률은
7.0%로 주요 품목 중 가장 낮았다.

그림 2-3. 국가별 식량생산 비중(2016년)

그림 2-4. 품목별 식량생산 비중(2016년)

(단위: %)

(단위: %)

자료: Arab Organization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Arab Agricultural Statistics Yearbooks, Arab
Agricultural Statistics Yearbook–Vol 3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자료: Arab Organization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Arab Agricultural Statistics Yearbooks, Arab
Agricultural Statistics Yearbook–Vol 3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그림 2-5. 국가별 식량 자급률 비중(2016년)

그림 2-6. 품목별 자급률 비중(2016년)

(단위: %)

(단위: %)

자료: Arab Organization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Arab Agricultural Statistics Yearbooks, Arab
Agricultural Statistics Yearbook–Vol 3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Alpen Capital(2019),
pp. 16-21.

자료: Arab Organization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Arab Agricultural Statistics Yearbooks, Arab
Agricultural Statistics Yearbook–Vol 3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Alpen Capital(2019),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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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량수급 현황 및 특징
GCC는 곡물을 비롯한 다양한 농작물, 식품 등 소비 대비 부족한 식량 대부
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CC는 사막 지형으로
인해 경작지 비중이 작고 수자원도 풍부하지 못해 식량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1~16년 채소를 제외한 식량소비의 연평균 증가율(CAGR:
Compounded Annual Growth Rate)은 3.7~8.7%였다(그림 2-7 참고). 반
면 같은 기간 GCC 식량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8%로(그림 2-8 참고), 채소
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소비 증가율이 식량생산 증가율을 웃돌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GCC의 전반적인 식량 자급률은 더욱 감
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20)

그림 2-7. 식량품목별 연평균
소비 증가율(2011~16년)

그림 2-8. 식량생산 규모 및 소비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Alpen Capital(2019), p. 11.

(단위: 1,000 MT(좌), %(우))

주: CAGR은 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Alpen Capital(2019), p. 12.

20) GCC 국가의 전반적인 식량 자급률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앞의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낮은 자급률 자체가 식량안보를 저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면, 부
족한 생산을 수입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다양한 지정학적 위험
에 의한 국경봉쇄, 이동제한, 수입국의 생산문제 등으로 수급이 장기간에 걸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급률이 높은 국가보다 취약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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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의 식량 교역 구조는 UAE가 곡물을 제외한 주요 식량을 수입한 뒤, 다
른 GCC 국가로 재수출하는 특성을 보였다.21) UAE는 사우디아라비아 인구의
약 1/3, 식량수요의 2/5에 불과하지만 곡물을 제외할 경우 역내에서 주요 식량
의 최대 수입국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9~2-13 참고). 이것은 UAE가 수입
한 식량 관련 품목 대부분을 다시 수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UAE는 역내에서
교역 규모가 가장 크며, 물류 중심지로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UAE는 육류, 과일, 채소 등을 수입
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등으로 재수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2-9 참고). 한편 2017년에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 정치적인 이
유로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하면서 해당 국가들과 카타르 간 교역도 사실상 중
단되었다. 이에 따라 카타르는 식량을 직접 수입하거나 비교적 중립적 외교관
계를 유지하고 있는 오만과 쿠웨이트가 수입한 품목을 다시 수입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곡물 대부분을 다른 GCC 국가를 통하지 않고
인도･아르헨티나･미국 등으로부터 직접 수입하고 있다.22)
GCC 국가의 식량품목별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곡물을 제외한 채소, 유제
품 등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반면 GCC의 전반적인 곡물 수입은 역내
최대 곡물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 감소에 의해 줄어들고 있다. 사우
디아라비아는 높은 인구증가율, 곡물에 대한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나 수
입 규모는 2013년 1,606만 톤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9
참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곡물 수입 감소는 기존 재고 소진 및 자체 밀 생산 증
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3) 한편 곡물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수
입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나 채소와 유제품의 2019년 수입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그림 2-10~2-13 참고).
21) GCC 국가들의 곡물, 육류, 과일 채소 등 연도별 수출입 자료는 2019년까지 획득할 수 있었다.
22) International Trade Centre, Trade Ma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23) 사우디아라비아의 곡물 수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사우디 곡물기구(SAGO: The Saudi Grains
Organization)는 밀의 최소 비축량을 연간 소비량의 100% 수준으로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관련 정
책이 변경되어 의무 비축량이 ‘6개월 소비량’으로 낮아졌으며,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 밀 수입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USDA(2019),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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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곡물 수입 추이

그림 2-10. 육류 수입 추이

(단위: 백만 톤)

(단위: 백만 톤)

그림 2-11. 유제품 수입 추이

그림 2-12. 채소 수입 추이

(단위: 백만 톤)

(단위: 천 톤)

표 2-9. UAE의 품목별 수출 국가
비중(2019년)

그림 2-13. 과일 수입 추이
(단위: 백만 톤)

(단위: %)
곡물

채소

육류

과일

3.5

19.8

10.2

10.7

25.0

40.7

10.4

3.5

7.4

12.5

쿠웨이트

3.4

12.2

7.2

4.5

2.2

바레인

1.2

5.4

0.6

2.6

1.2

카타르

-

-

-

-

0.1

사우디
아라비아
오만

자료: [그림 2-9~2-13]은 International Trade Centre,
Trade Ma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유제품

주: [그림 2-9∼2-13]에서 카타르의 식량 수입 관련 시계
열 데이터 일부가 없어서 제외함.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Trade Ma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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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의 식량 소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곡물의 수입의존도는
특히 높다. 쿠웨이트와 UAE의 2015~17년 기준 곡물 수입의존도는 100%였
으며,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도 각각 93.9%, 92.5%에 달했다(그림 2-14 참
고). 사우디아라비아의 2000~02년 평균 곡물 수입의존도는 70.9%였으나 이
후 주요 작물인 밀･옥수수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0%
대에서 등락을 보였다. 한편 오만의 수입의존도 감소는 자체 생산의 증가보다
는 수입을 줄이고 기존 재고 물량을 사용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GCC 전반적으로 높은 소비량 대비 낮은 자급률을 보이는 곡물은 수급이 불안
정할 경우 다른 품목에 비해 취약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4. GCC 국가의 3년 평균 곡물 수입의존도
(단위: %)

자료: FAO, Food_Security_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5).

GCC 국가의 곡물별 생산량 및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GCC 내 거의 모든 곡
물이 수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기준 GCC의 전체 곡물 소비는
2,210만 MT로, 이 중 생산은 소비의 2.1%인 47만 1,000MT에 불과했으며,
수입은 전체 소비량을 초과하는 2,252만 7,000MT였다.24) GCC 내에서 유일
24)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Market and Trade
Data, PSD Online, Reports and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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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수입에 견주어 유의미한 생산량을 보이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밀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2019년 기준 밀 생산량은 해당 연도 현지 밀 소비의 5.9%
에 해당하는 20만 MT이었다(그림 2-15 참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밀 생산은
1992년 최대치(412만 4,000MT)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같은 해 현지 소비의
2.4배에 달하는 규모였다.25) 하지만 이후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는 지하수 고갈 등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존 주
요 생산 작물이었던 밀 재배를 2014년부터 금지한 바 있다.26) 하지만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는 2016년 100ha 미만의 농경지에 밀 재배를 허가제로 일부 허
용하였으며, 이후 생산량이 소폭 증가하게 되었다.27)
GCC 국가의 곡물 재고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GCC 국가의 밀과 쌀
에 대한 수급 자료를 토대로 재고 추이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간 국
내 소비 대비 밀 재고(기말 기준) 비중은 최근 10년 평균 91.3%에 달했다.28)
사우디아라비아의 밀 재고는 2014년에 가장 높았으나(386만 4,000MT)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315만 1,000MT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
른 소비 대비 재고 비중은 같은 기간에 111.8%에서 91.3%로 감소하였다(그림
2-15 참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난 10년 평균 쌀 재고는 소비 대비 21.0%였
으며, 밀 재고와 동일하게 2014년 기준 50만 MT(소비 대비 35.7%)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19년에는 22만 MT(소비 대비 15.7%)로 줄어들었다(그림
2-16 참고). UAE의 밀 재고는 2017년 78만 MT까지 증가한 뒤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UAE의 쌀 재고는 2018년까지 잡히지 않다가 2019년에 12만
5,000MT를 기록하였다(그림 2-17, 2-18 참고). 한편 오만은 2010~13년까
지만 해도 현지 소비의 100%를 초과하는 쌀 재고량을 확보해두었으나 이후 수

25) Ibid.
26) Lyddon, Chris(2020. 3.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8).
27) Ibid.
28)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곡물의 재고에 대한 정보를 기초(연초)
와 기말(연말)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는 기말 통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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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량을 줄이고 재고를 소진하였다(그림 2-20 참고). 그 결과 2019년에는 같은
해 소비량의 29.2%에 해당하는 7만 MT의 재고량을 기록하였다. 쿠웨이트는
밀과 쌀을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기말 기준 재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1, 2-22 참고). 종합해보면, GCC 국가의 곡물 재고량 자체가 일부 국가의
품목을 제외하고 높지 않으며, 이마저도 최근에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5. 사우디아라비아의 밀 수급 추이

그림 2-16. 사우디아라비아의 쌀 수급 추이

그림 2-17. UAE의 밀 수급 추이

그림 2-18. UAE의 쌀 수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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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오만의 밀 수급 추이

그림 2-20. 오만의 쌀 수급 추이

그림 2-21. 쿠웨이트의 밀 수급 추이

그림 2-22. 쿠웨이트의 쌀 수급 추이

주: 모든 곡물의 단위는 1,000MT임.
자료: [그림 2-15~2-22]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Market and
Trade Data, PSD Online, Reports and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7).

GCC 국가의 주요 곡물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곡물 수입
비중이 가장 컸으며, 최대 곡물 수입처는 인도였다(표 2-10 참고). 2019년 기
준 GCC의 주요 곡물(HS code 10 기준) 수입은 53억 달러였으며, 이 중 사우
디아라비아와 UAE의 비중이 각각 53.0%, 20.4%로, 두 국가가 전체 수입의
3/4을 차지하였다. 이는 양국의 인구가 다른 GCC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
으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UAE가 식량을 수입하여 인근 GCC 국가로 재
수출하는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GCC 국가의 최대 곡물
수입국은 인도였으며, 아르헨티나･호주 등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도 컸다. 그다
음으로 우크라이나･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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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국가별 주요 곡물 수입국(2019년)
(단위: 백만 달러(수입액), %(비중))

국가/수입국

1위

2위

3위

4위

총수
입액

5위

수입국
사우디
수입액
아라비아
비중

인도

아르헨티나

미국

브라질

파키스탄

-

1,113

580

227

147

109

2,811

39.6

20.6

8.1

5.2

3.9

53.0

수입국

인도

러시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캐나다

-

수입액

384

172

107

95

92

1,080

비중

35.6

15.9

9.9

8.8

8.5

20.4

수입국

인도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호주

루마니아

-

UAE

카타르

수입액

131

41

28

28

27

340

비중

38.6

12.0

8.3

8.3

7.8

6.4

수입국

인도

호주

아르헨티나

캐나다

브라질

-

쿠웨이트 수입액

오만

바레인

226

132

47

36

10

499

비중

45.2

26.5

9.4

7.3

2.0

9.4

수입국

인도

러시아

파키스탄

UAE

아르헨티나

-

수입액

114

80

77

68

50

466
8.8

비중

65.7

7.7

2.8

2.3

1.9

수입국

인도

호주

파키스탄

라트비아

아르헨티나

-

수입액

45

28

17

7

2

104

43.6

26.6

16.2

6.3

2.3

2.0

비중

주: 1) HS 10 (cereal) 기준.
2) 총수입액의 비중은 GCC 전체 수입금액 중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Trade Ma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4. 소결
본 장에서는 GCC의 식량안보 상황을 세계식량안보지수와 식량생산 및 수
급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2019년 세계식량안
보지수의 총점 기준 순위는 113개 국가 중 13~50위로 전반적으로 높았다. 세
부 항목 중에서는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과 관련성이 높은 식량구매능력에서
특히 높은 점수 및 순위를 기록하였다. 지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환
경 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 발생 가능성과 대응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천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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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및 회복탄력성 부문에서 GCC 국가들은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었
다. 한편 GCC 국가들의 식량생산은 전체 소비 대비 25.2%에 불과했다. 수급
측면에서 대부분의 부족분이 수입을 통해 공급되고 있었으며, 특히 주식인 곡
물의 경우 전체 소비 대비 수입 비중이 93.0%로 높은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곡물의 재고량도 소비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GCC 국가들은 전
반적으로 양호한 식량안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자원 및 농경지 부족 등으로 인해 식량생산도 용이하지 않아 식량
공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으로 글로벌 식량
생산이 감소하거나 물류 이동이 중단 및 장기화된다면 GCC의 식량안보와
관련한 취약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GCC 국가들은 최근 안정적
인 수급 방안 마련과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식
량안보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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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별 주요 식량안보계획
GCC 국가들은 식량안보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
련 기관을 구축하고 있다. 각국은 국가개발계획을 통해서 식량안보 강화 계획
을 밝히고 이와 연계한 세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UAE는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식량 자급자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7년 식량안보부를 신설한 이후 2018년 11월에 국가식량안보전략 2051
(National Food Security Strategy 2051)을 수립하였다. 전략은 2051년까지
UAE가 혁신 기반의 선도적 식량안보 허브로 거듭나고 식량안보지수 순위에서
1위(2021년까지 10위권 내 진입)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
략은 현대적 기술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적인 국
가 시스템 구축, 자국 내 생산 확대, 식량원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영양
증진 및 쓰레기 감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9)
이를 위해 효율적인 식량안보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어젠다를 수립하는 한편 식량안보 관련 인적 역량을 향상하고자 한다.30)
2020년 1월에는 마리암 빈트 무함마드 알 메헤이리(Mariam bint
Mohammed Al Meheiri) 식량안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식량안보위원
회(ECSF: Emirates Council for Food Security)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식
량안보전략과 세계식량안보지수를 모니터링하고 식량안보 관련 법률 및 정책
을 제안하며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31)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식량안보는 국가전략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기
29)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trategies, initiatives and
awards, Federal governments’ strategies and plans, National Food Security Strategy 205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
30) Food Security, National Food Security Strateg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
31) 위원회는 경제부, 환경기후변화부, 에너지산업부, 보건예방부, 교육부, 국가비상위기재난관리청 대표
로 구성되었다. “Five ministries part of UAE’s new food security council”(2020. 1. 13);
USDA, Data & Analysis, United Arab Emirates: UAE Food Security Council, 온라인 자료(모
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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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발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은 식량 및 수자원 안보 보장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환경수자원농업부(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and Agriculture)가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농업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농업과 관련 산업에 투
자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우디농축산투자회사(SALIC: Saudi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vestment Co.)를 설립하였다. 공공투자펀드
(PIF: Public Investment Fund)가 소유하고 있는 SALIC은 장기 식량안보 확
보를 위한 전략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12개 필수 식품을 선정하였다. SALIC은
필수 식품을 생산하는 국가의 경제･사회･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 기회와
품질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며 지리적･기후적 리스크를 포함한 모든 위험요소
를 평가한다.32)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개발기금(ADF:
Agricultural Development Fund)을 1963년에 설립하였다. ADF는 과학적
인 방법과 현대적인 기술을 통해 농업 분야의 발전과 생산 효율성 향상을 목표
로 하는 전문 금융기관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다양한 농업 활동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ADF는 전통농업을 비롯해 축산업, 어업, 과수업, 양봉업, 식품
가공업, 온실재배 등 부문과 비료, 청예사료(green fodder), 장작 등의 수입을
위한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은 농업부문별 대출, 운영비용 대출, 특별 프로
젝트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33)
카타르는 장기 국가개발계획인 카타르 국가비전 2030(Qatar National
Vision 2030)을 발표하면서 비전의 각 목표를 구체화하는 단계별 개발전략을

32) 12개 필수 식품은 밀, 보리, 옥수수, 콩, 쌀, 설탕, 식용유, 사료, 적색육, 수경재배, 유제품, 가금류이다.
SALIC, Business, Our Products; SALIC, FAQ; SALIC, Strategy, Investment Destinations, 온
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4); “Food security as part of Saudi Vision
2030”(2020. 5. 3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
33) Agricultural Development Fund, About Us, About the Fund; Agricultural Development
Fund, Credit Services, Agricultural Products and Activities; Agricultural Development
Fund, Credit Services, Loan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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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였다. 카타르 정부는 2018년 두 번째 중기 계획인 국가개발전략
2018-2022(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8-2022)을 발표하였는
데 경제개발 부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천연자원 관리를 꼽았으며 이와 관련
하여 자급자족 및 식량안보를 위한 생산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다.34)
또한 카타르 자치환경부(Ministry of Municipality and Environment)는
2019년 전략적 식량안보 프로젝트 2019-2023(Strategic Food Security
Projects 2019-2023)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카타르는 2023년까지 충분한
양의 식량생산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산물 자급률은 2019년의 74%에서
2023년에 90%로, 채소 자급률은 24%에서 70%로, 달걀은 28%에서 70%로
증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적색육은 18%에서 70%로 늘리고 새우는
2023년까지 자급률 100%를 달성하고자 한다.35)
오만은 식량공급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다양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수산업은 오만의 경제다각화 프로그램인 탄피
드(Tanfeedh)의 5개 주요 부문 중 하나로 오만 정부는 수산업 개발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36) 이와 관련하여 오만은 수산업 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수산물 생
산 증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효율성 제고, 어류 자원 이용 개선을 비롯해 어
업 및 양식업에서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37)
농업부문에서는 식량안보전략 2020-2040(Food Security Strategy
2020-2040)을 통해 식량수요, 자국 식량생산, 수입원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 수입, 비축, 유통 측면에서 식량안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오만은 2040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전략(2040 Sustainable

34) 첫 번째 중기 계획은 2011년에 발표된 카타르 국가개발전략 2011-2016(Qata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1-2016)이다.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2018), p. 116.
35) “MME unveils Strategic Food Security Projects 2019-23 at AgriteQ”(2019. 3. 21),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0. 11. 2).
36) 탄피드의 5개 주요 업종은 수산업을 비롯해 제조업, 관광업, 수송 및 물류업, 광업이다. “Food security:
Oman expands capacity”(2020. 7.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5).
37) National Committee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2019),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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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하여 농업부문의 지
속가능성과 경제적 수익 증대를 촉진하고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
다.38)
오만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안보 관련 정책의 핵심 기관은 오만식품투자지주
회사(OFIC: Oman Food Investment Holding Company)이다. OFIC은 식
량안보와 자급자족 촉진을 목표로 독자적으로, 혹은 오만 내외의 다양한 전략
적 투자자들과 제휴하여 식량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OFIC은 2012년에
설립된 이래 오만제분회사(Oman Flour Mills Company), 오만국가가축개
발회사(Oman National Livestock Development Company), 오만수산회
사(Oman Fisheries Company), 오만 푸드 인터내셔널(Oman Food
International) 등 대규모 국영 농식품 기업을 출범시켰다.39)

표 3-1. 국가별 주요 식량안보 계획 및 기관
국가

주요 계획 및 기관

국가식량안보전략
2051
UAE

식량안보위원회

사우디 비전 2030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농축산
투자회사

주요 내용
· 혁신 기반의 선도적 식량안보 허브 목표
· 식량안보지수 순위 1위 달성(2021년 10위 내 진입)
· 현대적 기술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적인 국가 시스템 구축
· 생산 확대, 식량원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2020년 1월 식량안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립
· 식량안보전략 및 세계식량안보지수 모니터링
· 식량안보 관련 법률･정책 제안, 데이터 구축
· 식량 및 수자원 안보 보장을 주요 목표로 선정
· 농업과 관련 산업 투자를 통한 식량안보 기여를 목적으로 2011
년 설립(PIF가 소유)
· 12개 필수 식품 선정(밀, 보리, 옥수수, 콩, 쌀, 설탕, 식용유, 사
료, 적색육, 수경재배, 유제품, 가금류)
· 필수 식품 생산국의 경제･사회･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 기
회 및 품질 평가

38) National Committee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2019), p. 48.
39) OFIC, About Us, Vision/Mission/Objectives; Jaitly(2020. 6. 5), “GCC Countries are Food-secure
while not yet Self-sufficient,”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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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국가

주요 계획 및 기관
국가개발전략
2018-2022

카타르

오만

주요 내용
· 경제개발 부문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천연자원 관리 선정
· 자급자족 및 식량안보를 위한 생산 시스템 구축 계획

전략적 식량안보
프로젝트
2019-2023

· 2023년까지 충분한 양의 식량생산 도달 목표
- 수산물 자급률: 74%(2019) → 90%(2023)
- 채소 자급률: 24%(2019) → 70%(2023)
- 달걀 자급률: 28%(2019) → 70%(2023)
- 적색육 자급률: 18%(2019) → 70%(2023)
- 새우 자급률: 0%(2019) → 100%(2023)

수산업 장기 전략

· 수산물 생산 증대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효율성 제고
· 어류 자원 이용 개선
· 어업·양식업에서의 민간투자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추진

식량안보전략
2020-2040

· 식량수요, 자국 식량생산, 수입원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
수입, 비축, 유통 측면에서 식량안보 시스템 개선 계획

오만식품투자
지주회사

· 식량안보 및 자급자족 촉진을 목표로 식량 프로젝트에 투자
· 2012년 설립된 이래 오만제분회사, 오만국가가축개발회사, 오
만수산회사, 오만 푸드 인터내셔널 등 대규모 국영 농식품 기업
출범

자료: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trategies, initiatives and awards,
Federal governments’ strategies and plans, National Food Security Strategy 2051; Food Security,
National Food Security Strategy,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1); “Five ministries
part of UAE’s new food security council”(2020. 1. 13); USDA, Data & Analysis, United Arab
Emirates: UAE Food Security Council,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5); SALIC,
Business, Our Products; SALIC, FAQ; SALIC, Strategy, Investment Destinations, 온라인 자료(모
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4); “Food security as part of Saudi Vision 2030”(2020. 5. 31),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0. 10. 1); Agricultural Development Fund, About Us, About the Fund;
Agricultural Development Fund, Credit Services, Agricultural Products and Activities; Agricultural
Development Fund, Credit Services, Loan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25);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2018), p. 116; “MME unveils Strategic Food
Security Projects 2019-23 at AgriteQ”(2019. 3. 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 National
Committee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2019), p. 48; OFIC, About Us,
Vision/Mission/Objectives; Jaitly(2020. 6. 5), “GCC Countries are Food-secure while not yet
Self-sufficient,”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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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농업부문 개발40)
가.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및 국내 생산 확대
자국 내 농업 발전을 추진하면서 GCC 국가들은 물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환
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UAE는 국가
식량안보전략 2051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시키면서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회복력 있는(resilient) 농업 관행의 구현을 꼽고 있
다.41) UAE는 국가식량안보전략 2051의 구체적인 목표로 새로운 기술 기반
생산량 30% 향상, 식품손실 및 쓰레기 규모 15% 감소, 식품안전 사고 35% 감
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42)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농업 방식의 추진도 주요
사안으로 2017년 에너지산업부가 발표한 UAE 물안보전략 2036(UAE Water
Security Strategy 2036)은 농업부문 물 사용량을 2016년의 일일 820만 ㎥
에서 2036년까지 710만 ㎥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43)
또한 UAE는 국가식량안보전략 2051의 일환으로 국내 생산을 통해 가격경
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된 푸드 바스켓(Food Basket)을 발표하였
다. 푸드 바스켓은 UAE에서 재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수입에 비해 가격경쟁
력이 있는 식품을 소비 패턴, 현지 생산능력, 식품의 영양가를 고려하여 구성한
것으로 UAE는 이러한 요소의 변화에 따라 푸드 바스켓 내 식품 종류를 조정할
계획이다. 2018년 발표된 푸드 바스켓에는 과일･채소･곡류･축산･어류 등 18
40) 본 보고서 각 소절 제목의 ‘농업’은 축산업, 임업, 어업 및 양식업과 관련된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
으로 사용한다.
41)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trategies, initiatives and
awards, Federal governments’ strategies and plans, National Food Security Strategy 205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
42) Food Security, National Food Security Strategy, Download Repor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4).
43)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trategies, initiatives and
awards, Federal governments’ strategies and plans, The UAE Water Security Strategy 2036;
Food Security, National Food Security Strategy, Download Report,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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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주요 식품이 포함되었다.44)
수산부문 프로젝트 및 인프라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식업이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방식 중 하나로 평가되는 가운데 UAE는 2020년 6월 양식업
투자 가능성을 보여주는 보고서인 ‘UAE Aquaculture Pulse 2020’을 발표하
였다. 보고서는 국내외 시장의 소비 패턴을 연구하고 UAE의 양식 프로젝트에
대한 향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생산 품질과 규모, 가격 및 가용성 등을 분석
하고 있다. UAE는 연간 22만 톤의 어류를 소비하고 있는데 이 중 75% 이상이
수입되는 반면 양식업은 현지에서 소비되는 어류의 2%만 공급하고 있다. 현재
양식업의 생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UAE는 셰이크 칼리파 해양연구센터
(Sheikh Khalifa Marine Research Centre)와 같은 선도적 시설을 확장하
는 등 첨단기술 양식업의 지역 허브를 목표로 다양한 국내 및 국제기관과 협력
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45)
이 밖에도 UAE에서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이어
지고 있다. 2020년 6월 UAE 내각은 농장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국가 시스템(National System for
Sustainable Agriculture)을 승인하였다. 이를 통해 UAE는 목표 농작물 자급
과 농업부문 노동력 매년 5% 확대, 농장 소득 매년 10% 증대, 관개용수 매년
15% 절감 등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46) 시스템은 또한 식량안보를 비롯해 물
부족, 기후변화,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식량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농업생산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47)
44) 푸드 바스켓은 과일(사과, 바나나, 대추야자), 채소(엽채류, 토마토, 감자, 오이), 곡물 및 두류
(쌀, 밀, 설탕, 두류), 축산물(소고기, 염소고기, 가금육, 우유, 달걀), 어류, 오일 등 18가지 식품으
로 구성되어 있다. Food Security, National Food Security Strategy, Download Report; “HowUAE’s
food security agenda will impact you”(2019. 1. 26),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14).
45)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Information and services, Environment and
energy, Food security; “Minister of State for Food Security launches UAE Aquaculture Pulse
2020 guideline”(2020. 6. 24),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14); UAE Food
Security(2020), p. 6.
46)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Information and services, Environment and en
ergy, Food securi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4).

46 • 포스트 코로나 시대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시사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19년 1월 살만 빈 압둘아지즈(Salman bin Abdulaziz)
국왕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프로그램(Sustainable Agricultural Rural
Development Program)을 발표하였다. 프로그램은 커피, 양봉, 과일 등의
생산, 제조, 마케팅을 비롯해 장미 및 방향성 식물의 재배 발전, 소규모 어업농
가의 역량 강화, 축산업과 천수답 재배 발전, 농업부문 수익 증대 등을 주요 내
용으로 다루고 있다. 프로그램은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업 다각
화, 소규모 농가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48)
또한 유기농업 생산 증대도 추진되고 있다.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환경수
자원농업부는 소규모 농가의 유기농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기농 생산을 2030년까지
300% 증대하고 수익성이 높은 농업기술을 국가경제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4월 환경수자원농업부는 유기농 생산을 지
원하기 위해 지난 8개월간 161만 7,831리얄(43만 1,000달러)을 165개 농가
에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환경수자원농업부가 유기농으로 전환을 원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사우디 유기농 협회(Saudi Organic Farming
Association)가 현장 지도 방문, 검사, 인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사
우디아라비아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프로그램 추진과 함께 유기농의 확
대를 통해 안전하고 고품질의 식량생산, 환경 및 천연자원 보존, 관개수 소비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한다.49)
이외에도 국가 수산업 개발 프로그램(NFDP: National Fisheries Development

47) “UAE launches system to increase food security”(2020. 6.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4).
48) “King Salman Inaugurates Sustainable Agricultural Rural Development Program”(2019. 1.
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6).
49) Jaitly(2020. 6. 5), “GCC Countries are Food-secure while not yet Self-suffici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5); “SR1.6 million allocated for Saudi farmers to go organic”(2019.
4. 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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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은 13억 리얄(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개발기금을 배정하고 국내
양식업 생산을 증대할 계획이다. 계획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수산물
생산 및 시장 발전을 추진하고 부화장, 사료공장 설비 등 인프라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지원
하고 새로운 생산기술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NFDP는 민간부문과의 협
업을 통해 2018년 기준 7만 7,000톤 수준이었던 생산량을 2030년까지 60만
톤으로 늘려 수산물 자급률을 높이고자 한다.50)

표 3-2.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가능한 농업 및 국내 생산 확대 계획
국가

주요 계획 및 기관

주요 내용

국가식량안보전략
2051

· 생산성 및 생산량을 증대하면서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회복
력 있는(resilient) 농업 관행 구현 목표
· 새로운 기술 기반 생산량 30% 향상, 식품손실 및 쓰레기 규모
15% 감소, 식품안전 사고 35% 감축 목표
· UAE 물안보전략 2036을 통해 농업부문 물 사용량 2016년 일일
820만 ㎥에서 2036년까지 710만 ㎥로 감축 목표
· 국내 생산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된 푸
드 바스켓(Food Basket) 발표

UAE

UAE Aquaculture · 셰이크 칼리파 해양연구센터 같은 선도적 시설 확장 등을 통해 첨
단기술 양식업의 지역 허브 목표
Pulse 2020
지속가능한 농업
국가 시스템

사우디
아라비아

· 농장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6월 구축
· 목표 농작물 자급과 농업부문 노동력 매년 5% 확대, 농장 소득 매
년 10% 증대, 관개용수 매년 15% 절감 목표

· 커피, 양봉, 과일 등의 생산, 제조, 마케팅 강화
· 장미 및 방향성 식물의 재배 발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 소규모 어업농가의 역량 강화
발전 프로그램
· 축산업과 천수답 재배 발전
· 농업부문 수익 증대

유기농업 생산 증대

· 2019년 환경수자원농업부가 소규모 농가의 유기농 전환 지원 프
로그램 착수
· 2억 달러 규모 투자
· 2030년까지 유기농 생산 300% 증대, 수익성 높은 농업기술을
국가경제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 목표

50) “Saudi project aims to make Kingdom self-sufficient in seafood production”(2019. 9.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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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국가

사우디
아라비아

주요 계획 및 기관

주요 내용

국가 수산업 개발
프로그램

· 국내 양식업 생산 증대 목적으로 3억 5,000만 달러 규모 개발기
금 배정
· 수산물 생산 및 시장 발전 추진
· 부화장, 사료공장 설비 등 인프라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한 생산량 증대(2018년 7만
7,000톤 → 2030년 60만 톤)

자료: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Strategies, initiatives and awards,
Federal governments’ strategies and plans, The UAE Water Security Strategy 2036; Food
Security, National Food Security Strategy, Download Report; “How UAE’s food security agenda
will impact you”(2019. 1. 26);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Information and
services, Environment and energy, Food security; “Minister of State for Food Security launches
UAE Aquaculture Pulse 2020 guideline”(2020. 6. 24),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14); UAE Food Security(2020), p. 6.

한편 카타르에서는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 등
주변국의 봉쇄조치 이후 국내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카타르는 봉쇄
조치 이전에 식량공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였다. 전체 식량수입의
40% 정도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육상무역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특
히 EU, 터키, 요르단에서 수입되는 유제품과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주요 공급 통
로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경 폐쇄로 카타르 식량수입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카타르가 자국 식품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
다. 이후 카타르의 국내 생산량은 2019년까지 4배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수입에 72%를 의존했던 유제품은 자급자족이 가능해졌다.51) 카타르는
국가 식량안보 프로그램(National Food Security Program)과 카타르 정부
의 강력한 자급자족 정책 추진으로 농축산업 생산을 빠르게 증대할 수 있었다.
젖소와 다른 가축들을 수입하고 도하 외곽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한 이후 카타
르 유제품 회사인 발라드나(Baladna)는 우유, 치즈, 기타 유제품 수요를 100%

51) Wellesley(2019. 11. 14), “How Qatar’s Food System Has Adapted to the Blockade”; “Food
production in Qatar grows by 400% since 2017”(2019. 3. 13),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
일: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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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오만, 예멘 등에 수출이 가능해졌
다.52)
또 다른 카타르의 국내 생산 증대 조치로 카타르개발은행(QDB: Qatar
Development Bank)의 온실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은 온실
구축을 희망하는 농가에 자재 구입 및 건설 비용의 100%를 최대 7만 리얄(약 2
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상환 기간은 최대 4년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
다. QDB의 지원으로 카타르의 채소 생산능력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수확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타르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
내 농업 문화를 전파하고 자급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53)

나.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 확대
농업부문 발전에서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GCC 국가들의 기술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UAE는 농업기술의 허브를 목표로 첨단기술의 도입 및 연
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UAE 식량안보부는 2020년 2월 식량연구플랫
폼(Food Research Platform)을 구축하였다. 식량연구플랫폼은 UAE가 수행
한 식량안보 관련 연구 결과를 축적한 지식 데이터베이스로 연구 의제, 식품 및
농업부문 주요 투자자, 특허 등록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UAE
는 농업 폐기물 저감, 로봇 및 장비, 농업 공급망 기술, 농장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농업 생명공학, 신농업(Novel Farming), 대체식품, 바
이오 기반 소재 등을 연구개발 중점 부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UAE는 국가식량
안보전략의 목표에 부합하여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식량과 가치사슬
등 식량안보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는 동시에 연구개발 과정을 효율화
52) Cafiero and Sudetic(2020. 5. 15), “How GCC States are Responding to COVID-19 Supply
Shock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53) Hukoomi, Services, Financial Services, QDB Green House Progra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 QDB, Products & Services, Green House; “Boosting agriculture”(2017. 12.
25),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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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54)
아부다비 칼리파 기업발전 펀드(Khalifa Fund for Enterprise Development)
의 자리(Zaarie) 프로그램은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자국민이 최신 농업기술을
사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농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물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이러한 사업은 아부다비
농업인 서비스 센터(ADFSC: Abu Dhabi Farmers’ Services Centre)와 아
부다비 식량안보센터(Food Security Center)와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자리
프로그램을 통한 최대 대출 규모는 100만 디르함(약 27만 2,200달러)으로 최
대 상환기간은 60개월이며 대출 수수료는 0%이다.55)
2018년에는 아부다비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이자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가단 21(Ghadan 21)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애그테크
인센티브 프로그램(AgTech Incentives Programme)을 수립하였다.56) 식량
안보, 기후변화, 물 부족 등과 같은 세계적인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
기 위해 아부다비 정부는 애그테크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2019년 3월 프로
그램을 출범하며 10억 디르함(2억 7,200만 달러)을 프로그램에 배정하였다.
애그테크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아부다비 투자 지원 기관인 ADIO(Abu
Dhabi Investment Office)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ADIO는 아부다비 내 혁

54) Food Research Platform, About; Food Research Platform, R&D Priorities; “UAE launches
‘Food Research Platform’”(2020. 2. 19),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0).
55) 2007년 설립된 칼리파 펀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아부다비 정부의 독립된 사회경제개발 기관으로
UAE 자국민 사이 투자 문화를 고취함으로써 현지 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칼리파
펀드는 초기 3억 디르함(약 8,167만 3,100달러) 규모로 조성되었으나 자금 규모가 20억 디르함(약 5
억 4,50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UAE 전역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Khalifa Fund for
Enterprise Development, About Khalifa Fund; Khalifa Fund for Enterprise Development,
FAQ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0).
56) 가단 21은 아부다비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3년간 500억 디르함(약 140억 달러)이 투자되는 프로
그램으로 사업 및 투자, 사회, 지식 및 혁신, 생활방식 4가지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4가지 부문을
바탕으로 1년차에 50개가 넘는 이니셔티브가 수립되었으며 다수 계획이 사업환경 개선, 혁신 촉진, 사
회발전,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out the UAE, The UAE Government, Government Accelerators; Ghadan 21, 온라인 자료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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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애그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유치하는 한편 아부다비가 사막 환경에서 농업
혁신의 선도적 중심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57) ADIO는 UAE의 물 부
족 문제를 극복하고 자원의 이용을 최소화하는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요
지원 분야로 실내 농업기술, 정밀농업 및 농업 로봇, 조류 기반 바이오 연료 등
을 꼽고 있다. 지원대상은 외국기업을 포함하여 아부다비에서 운영되고 있는
애그테크 기업으로 지원 기업은 아부다비에 물리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기술자,
과학자를 보유해야 하며 포괄적인 연구개발 능력 또는 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58)
2020년 4월 ADIO는 에어로팜스(AeroFarms), RDI(Responsive Drip
Irrigation), 마다르팜스(Madar Farms), RNZ 등 애그테크 기업 4곳에 대한
3억 6,700만 디르함(약 1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4
개사는 아부다비에 새로운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다. ADIO는
향후 3년간 현금 인센티브를 비롯해 토지 비용 및 R&D 비용 할인 등의 비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59)
한편 오만에서는 식품혁신단지를 조성하는 푸드 테크노 파크(Food
Techno Park)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프로젝트를 위해 1,000만 리얄(약
2,600만 8,000달러)이 투자될 예정으로 프로젝트는 식품가공 부문에서의 혁
신을 추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식품 관련 활동
의 혁신을 위한 통합센터를 설립하고 식품부문 중소기업과 벤처캐피털을 지원
할 계획이다.60)

57) Government of Abu Dhabi, Initiatives Accelerating Our Future, AgTech Incentives Programm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8).
58) Abu Dhabi Investment Offi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8).
59) “Four Abu Dhabi agri-tech companies get $100m”(2020. 4. 9); Government of Abu Dhabi,
Initiatives Accelerating Our Future, AgTech Incentives Programme,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18).
60) OFIC(2020),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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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 농업 활성화
첨단기술이 도입된 스마트 농업이 유망 분야로 떠오른 가운데 특히 수직농
업(vertical farming)은 전통적 농법에 비해 토지와 물의 사용량이 현저히 적
어 향후 GCC 내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61)
GCC 국가 중에서도 UAE는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을 증대할 수 있
는 수직농장과 스마트 온실 등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7년에는
GCC 지역 최초의 상업적 실내 수직농장인 바디아 팜스(Badia Farms)가 두바
이에 설립되었다. 바디아 팜스는 수경재배 방식을 이용한 수직농장으로 흙 없
이 농산물을 재배하며 일반 노지 재배법에 비해 물을 90% 적게 사용한다. 씨앗
은 무균 상태로 흙이 아닌 영양분이 풍부한 물에서 자라며 재배에 사용되는 물
은 재활용되어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기, 온도,
습도, 조명 등을 통제하여 최상의 생육 조건을 제공하는 환경제어식 농업
(CEA: Controlled Environment Agriculture) 기술이 적용되었다. 바디아
팜스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주력 작물인 새싹채소, 허브 등을 신선도와 맛,
영양 면에서 최고의 품질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디아 팜스의 농
장은 두바이 시내 인근에 위치하여 갓 수확한 농산물을 현지 호텔과 레스토랑에
제공하고 있다.62) 바디아 팜스는 향후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출시할 계획이다.63)
2018년 7월에는 UAE 기후변화환경부(MOCCAE: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가

샬리마르

바이오테크

인더스트리즈

(Shalimar Biotech Industries)와 12개 수직농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였다.

61) Tasheen, Insights, The Outlook for Vertical Farming in the GCC Stat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3).
62) “First commercial vertical farming venture launches in Dubai”(2017. 12. 23); “GCC’s first
commercial vertical farm launches in Dubai”(2018. 3. 4); Badia Farms, Our Farm; Badia
Farms, Our Story,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11)
63) “Badia Farm is Strengthening Food Security in the UAE”(2020. 10. 2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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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은 두바이 내 기후변화환경부 부지에 설립될 예정으로 협약에 따라 기후변
화환경부가 7,600㎡의 토지를 제공하고 샬리마르 바이오테크 인더스트리즈는
12개 수직농장을 설립하는 한편 담수화 플랜트, 온도조절 공조 설비, LED 조
명, 자동관개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시설을 개발할 계획이다. 협약은 5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UAE는 새로운 농업기술을 촉진하고 농업 폐
기물과 병해충 감염 위험 감축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64)
또 다른 수직농장인 UNS 팜(UNS Farm)은 두바이 알 코즈(Al Quoz) 산업
지역 내 3만 평방피트 면적에 설립되었다. UNS 팜은 2018년 9월 운영을 시작
하여 시금치, 케일, 바질, 상추, 샐러드 채소 등의 작물을 매일 1,000~
1,500kg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수확된 채소는 호텔, 레스토랑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일반 소비자와 슈퍼마켓에도 공급될 예정이다. UNS 팜은 농장에
흙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경재배 기술을 연구하여
적용하고 온도를 조절해 일 년 내내 작물을 수확하고 있다.65)
스마트 온실 기반 스타트업인 퓨어 하베스트(Pure Havest)는 2016년 10월
아부다비에 설립된 이후 UAE의 벤처캐피털인 쇼루크 파트너스(Shorooq
Partners), 무함마드 빈 라시드 혁신펀드(Mohammed bin Rashid
Innovation Fund)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이를 통해 퓨어 하베스트는 스
마트 온실을 구축하고 네덜란드의 선진화된 수경재배 및 기후관리기술을 이용
하여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퓨어 하베스트는 환경제어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한다. 또한 식품안전을 위해 첨단 수처리 기술
을 활용하고 생산물을 즉각적으로 냉장하여 저장 수명을 연장하는 포장 처리를
하고 있다.66)
64) “MoCCAE enters “vertical farms” agreement”(2018. 7. 8); “Dubai government agrees on
deal to start up 12 vertical farms in the city”(2018. 7. 8),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6).
65) “How this man has turned a Dubai warehouse into an organic farm”(2019. 4. 5),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0. 11. 26).
66) “Mohammad Bin Rashid Innovation Fund disburses funds”(2018. 10. 2); “Abu Dhabi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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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 하베스트는 UAE뿐만 아니라 GCC 전반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2020년 시리즈 A 라운드를 통해 2억 6,000만 달러를 유치한 이후 퓨어 하베
스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을 추진하며 리야드에 농장을 건설 중이다. 2020
년 9월에는 쿠웨이트 소매업체인 술탄센터(TSC: The Sultan Centre)와
3,500만 달러 규모의 첨단기술 농장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쿠웨
이트 내 8만 ㎡ 규모의 농장이 건설되고 수백만 킬로그램의 과일과 채소가 생
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다 앞서 2020년 4월에는 쿠웨이트 투자회사인 와
프라 인터내셔널 투자회사(Wafra International Investment Company)가
퓨어 하베스트에 1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67)

표 3-3. UAE의 주요 스마트팜 기업 및 프로젝트
기업 및 프로젝트

설립연도

특징

2017

· GCC 지역 최초의 상업적 실내 수직농장
· 수경재배 방식을 이용하여 물 사용량 90% 감축, 환경제어식 농업기
술 적용
· 루콜라, 케일, 적양배추, 적무, 겨자, 바질, 고수, 상추 등 재배

기후변화환경부
12개 수직농장 설립
프로젝트

2018

· 기후환경부와 샬리마르 바이오테크 인더스트리즈 간 협약 체결
- 기후변화환경부가 토지 제공
- 샬리마르 바이오테크 인더스트리즈가 농장 설립 및 담수화 플랜트,
온도조절 공조 설비, LED 조명, 자동 관개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개발

UNS 팜

2018

· 두바이 알 코즈 산업지역 내 위치
· 시금치, 케일, 바질, 상추, 샐러드 채소 등 재배

2016

· 스마트 온실 구축
· 네덜란드의 선진화된 수경재배 및 기후관리 기술을 이용하여 토마
토 재배
· 2020년 2억 6,000만 달러 유치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추진하
며 리야드에 농장 건설 중

바디아 팜스

퓨어 하베스트

ri-tech start-up Pure Harvest raises $1.75m”(2019. 9. 18),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6).
67) “Pure Harvest to build $35m farm in Kuwait amid coronavirus food security concerns”(2020.
9. 9); “UAE agri-business firm Pure Harvest gets $100 million commitment from Kuwait’s
Wafra”(2020. 4. 6),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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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기업 및 프로젝트

설립연도

특징

퓨어 하베스트

2016

· 2020년 9월 쿠웨이트 소매업체 술탄센터와 3,500만 달러 규모 첨
단기술 농장 구축 계약 체결

자료: “First commercial vertical farming venture launches in Dubai”(2017. 12. 23); “GCC’s first commercial
vertical farm launches in Dubai”(2018. 3. 4); Badia Farms, Our Farm; Badia Farms, Our Story,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11); “MoCCAE enters ‘vertical farms’ agreement”(2018. 7. 8);
“Dubai government agrees on deal to start up 12 vertical farms in the city”(2018. 7. 8); “How this
man has turned a Dubai warehouse into an organic farm”(2019. 4. 5); “Mohammad Bin Rashid
Innovation Fund disburses funds”(2018. 10. 2); “Abu Dhabi agri-tech start-up Pure Harvest raises
$1.75m”(2019. 9. 18); “Pure Harvest to build $35m farm in Kuwait amid coronavirus food security
concerns”(2020. 9. 9); “UAE agri-business firm Pure Harvest gets $100 million commitment from
Kuwait’s Wafra”(2020. 4. 6),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6).

한편 UAE 기후변화환경부는 2019년에 FEDS(Falcon Eye Drones
Services)와 협력하여 드론을 이용한 파종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프로젝트
를 통해 UAE는 150㎢ 면적에 25만 개 가프(Ghaf) 씨앗과 600만 개 사마르
(Samar) 씨앗을 며칠 만에 파종하였는데, 이는 기존 전통농업 방식보다 훨씬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드론을 통한 파종 시도가 지속되며 2020년 2월에는 600만
개의 가프 및 아카시아 씨앗이 UAE 내 25개 지역에서 파종되었다. 기후변화환
경부는 파종 지점을 관찰해 발아율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을 다변화하
고 현지 토착식물로 종류를 늘리는 한편 파종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드
론을 통해 이미지를 캡처하고 식물 건강 상태를 평가하며 작물 성장의 최적의
장소를 결정하는 등 농업부문에서의 드론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68)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 스마트팜 도입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과일과 채소의 국내 생산
증대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2020년에 토마토와 오이의 생산량을 50%

68) “UAE’s adoption of drones in agriculture makes it one of the firsts in the world: FEDS
CEO”(2020. 9. 15); “MOCCAE carries out drone-enabled planting project across 25
locations”(2020. 2. 25),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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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물을 90%까지 적게
사용할 수 있는 수경재배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69)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물
절약과 농업발전을 위한 조치로 2020년 8월 수직농장 프로젝트에 1억 리얄
(2,660만 달러)을 배정하였다. 압둘 라흐만 알 파들리 사우디아라비아 환경수
자원농업부 장관이 수경재배(hydroponics), 공중재배(aeroponics), 아쿠아포
닉스(aquaponics) 등의 기술을 식량안보 지원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하
는 등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수직농장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70)

3. 수급 안정화 추진
가. 수입 증대 및 수입원 다변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식량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GCC 각국은 수입을
증대하고 국내 식량수급을 안정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사우디아라비아 농업
개발기금(ADF)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가 지원과 식량 수입 촉진을 목적으로
25억 리얄(6억 6,641만 달러)을 배정하였다. 2020년 3월 이후 도입된 계획 중
20억 리얄(5억 3,312만 달러)이 쌀, 대두, 옥수수, 설탕 등의 수입업자 지원에
책정되었으며 약 3억 리얄(7,997만 달러)이 국내 농가 지원에 할애되었다.71)
UAE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항공운송을 통한 식량수입을 증대하였다. 에미
레이트 항공은 UAE 내 식량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화물 수송기와 여객기를 이
용하여 호주, 이집트, 인도, 케냐, 노르웨이, 파키스탄 등에서 식량을 수입하였
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항공을 통해 3만 4,000톤 이상의 식량이 UAE로
69) “Agricultural Development Fund introduces two initiatives worth 2.5 billion riyals to
Secure Supply”(2020. 5.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3).
70) “Saudi Arabia Moves Closer to Adopting Vertical Farming”(2020. 8. 2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3).
71) “Agricultural Development Fund introduces two initiatives worth 2.5 billion riyals to Secure
Supply”(2020. 5.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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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었는데 4월 한 달 동안 에미레이트 항공은 전 세계 35개 이상 국가에서
식량을 수입하였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또한 여객기 임시 운항을 시작하면서
행선지에서 UAE로 돌아오는 항공편에 식량을 적재하였다. 이외에도 코로나
19 확산 이후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송환하는 비행
기에도 식량을 실어왔다.72)
수입 증대 노력과 함께 GCC 각국은 더욱 안정적인 식량수입을 위하여 수입
원을 다변화하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GCC
의 곡물 및 육류 수입국 비중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UAE, 사우디아라비
아, 카타르 모두 최대 곡물 수입국은 인도로 다른 수입국에 비해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데 UAE와 카타르의 대인도 수입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사
우디아라비아의 대인도 수입 비중은 2015년 30.3%에서 2019년에 39.6%로
증가하였다. UAE는 2015년에 인도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0%를 넘었으나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 35.6%를 기록하였다. 육류는 3개국 모두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브라질
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카타르는 2019년 기준 호
주와 브라질로부터의 육류 수입 비중이 각각 39.6%, 27.3%로 2개국 대상
수입이 전체 수입의 약 67%에 달하였다.73)
카타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수입원 다변화를 추진하였다. 2017년 주
변국이 항공 및 해상 항로를 비롯해 지상 노선을 폐쇄한 이후 카타르는 수입원
을 빠르게 전환하였다. 카타르는 이란･오만･터키 등으로의 대체 항로를 확보
하여 물자를 자국 내 공급하였다. 이란 영공을 통해서 주요 상품을 항공운송하
고 터키로부터의 식료품 수입을 늘림으로써 국가 공급망을 더욱 다변화하
고 주변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74) 이외에도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으
72) “Emirates SkyCargo is maintaining food supplies in UAE”(2020. 4. 29); “Pandemic revives Gulf
fears over food security”(2020. 8. 5),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2).
73) International Trade Centre, Market Info & Tools, Market Analysis Tools, Trade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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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항공운송도 카타르 식품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75)

그림 3-1. 국가별 주요 곡물 및 육류 수입국 비중 추이
(단위: %)

<UAE 주요 곡물 수입국 비중 추이>

<UAE 주요 육류 수입국 비중 추이>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곡물 수입국 비중 추이>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육류 수입국 비중 추이>

<카타르 주요 곡물 수입국 비중 추이>

<카타르 주요 육류 수입국 비중 추이>

주: 1) 곡물은 HS10, 육류는 HS02 기준이며, 비중은 수입액 기준 비중임.
2) 카타르는 2016년 수치가 제공되지 않음.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Market Info & Tools, Market Analysis Tools, Trade Statistics,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74) Cafiero and Sudetic(2020. 5. 15), “How GCC States are Responding to COVID-19 Supply
Shock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75) Al-Handhali and Miniaoui(2020), pp.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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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농지 및 식량부문 투자 확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CC 국가들의 식량수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식품 가격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2008년 세계
식량위기 당시 GCC 내 식량수급에 대한 불안정성은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함
께 아랍의 봄 발발, 주변 국가들의 내전 지속,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이란
의 압박 등이 이어지면서 역내 식량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화되고 있
는 상황이다. 이에 GCC 국가들은 해외 농지 투자를 감행함으로써 식량수급 차
질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GCC 국가들은 해외 농지 투자
를 통해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식량공급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해
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공급망을 다각화할 수 있다.
GCC 국가들의 해외 농지 투자는 세계 식량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본
격화되었다.76) 당시 GCC 국가들의 농지 투자는 주로 수단, 에티오피아, 이집
트 등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투자
대상으로 적합한 이유로는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GCC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프리카 내 농지에 투자함
으로써 식량공급에 대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동북부 아프리카
에는 GCC 지역과 문화적으로 비슷한 국가들이 위치해 있어 사업을 전개하는
데에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자국 산업
개발 및 농업부문의 현대화를 위해 해외 자본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는 GCC
국가들의 해외 농지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상호 보완되는 부분이다.
2010년 이후 GCC 국가들은 해외 농지 투자의 범위를 기존 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 동유럽, 중남미 등지로 넓혔다.77)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앞서
언급한 물류비용 절감 등과 관련해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부

76) Bailey and Willoughby(2013), p. 14; Hilhorst(2015), p. 1.
77) Bailey and Willoughby(2013), p. 15.

6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시사점

실한 안보체계, 열악한 인프라 등이 사업 전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
러 아프리카 내에는 미개발 토지가 많아 농지 투자를 감행하더라도 실제 이에
대한 실적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프리카 내 사업에 어려움을 느낀 GCC 국가들은 2010년 이후 안보체계가 상
대적으로 안정되고 인프라 상황이 양호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세르비아, 아
르헨티나 등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하였다.78) 쿠웨이트와 바레인은 아시아 지
역 내 쌀 농지에 투자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GCC 국가들의 해외 농지 투자 실적은 [표 3-4]와 같다. 경작중인 농지 기준
GCC 국가들 중 해외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총 60만
758ha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UAE와 카타르가 각각 35만
6,729ha, 36만 1,465ha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투자 대상 국가 수를 비교할
경우 UAE가 12개로 GCC 국가들 중 가장 많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가
각각 6개와 4개로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정부 및 기업이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투자한 농지의 면적은 총 20만 7,924ha로 자국 전체 해외 농지 투자
중 37.1%를 기록하였으며, 수단도 34.6%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UAE는 중
앙아시아보다는 아프리카와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농지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카타르는 자국 전체 해외 농지 투자 중 65.0%를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등 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별 프로젝트별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해외 농지 투자에 대한 성
과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GCC 국가들은 공급망
다각화 차원에서 기존에 투자했던 해외 농지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 2020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해외 농지에 투자한 자국 민간
투자사에 자국의 연간 밀 수요량의 약 10%인 35만 5,000톤을 확보할 것을 요
청하였다.79)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공급망 차질에 대한 위기감을 확대시키

78) Bailey and Willoughby(2013), p. 14.
79) Dahan(2020. 4. 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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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향후 GCC 국가들의 식량안보 정책은 해외 농지 투자보다는 자국 생산량
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기존 해외 농지 투
자 대상국의 빈곤율이 높게 유지되면서 GCC 국가들이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
해 다른 나라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80)

표 3-4. GCC 주요국의 해외 농지 투자 현황
국가

대상

투자 목적

면적(ha)

세네갈, 수단, 아르헨티나, 에티오피 감자, 메밀, 밀, 보리, 사탕무, 옥
사우디아라비아
600,758
아, 우크라이나, 이집트
수수, 완두콩, 유채, 콩 등 수입

UAE

가나, 나미비아, 루마니아, 모로코,
감귤류 과일, 감자, 밀, 보리, 사탕
모리타니, 세르비아, 수단, 우간다,
수수, 알팔파, 옥수수, 완두콩, 참 356,729
이집트,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파
깨, 콩, 등 수입
키스탄

카타르

아르헨티나, 수단, 브라질, 우루과이 밀, 보리, 쌀, 옥수수, 콩 등 수입

쿠웨이트

361,465

땅콩, 면화, 사탕수수, 옥수수, 참
121,202
깨, 콩 등 수입

수단

주: 경작 중인 농지 기준.
자료: Landmatrix,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그림 3-2.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외 농지 투자 현황

그림 3-3. UAE의 해외 농지 투자 현황

(단위: 천ha)

(단위: 천ha)

자료: Landmatrix,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주: 투자면적이 3,000ha 미만 국가는 제외함.
자료: Landmatrix,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80) Al-Handhali and Miniaoui(2020),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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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GCC 국가들은 전 세계 식량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서도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2020년 5월 사우디농축산투자회사(SALIC: Saudi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vestment Company)는 인도의 Agri
Business Fund로부터 DFL(Daawat Foods LTd.)의 지분 29.91%를 확보하
였다.81) DFL은 인도의 대형 식품업체 LT Foods의 산하 기업으로 그룹 전체
생산량의 22%를 담당하고 있다. 카타르 역시 식량부문 투자에 적극적이다.
2020년 7월 카타르 투자청(Qatar Investment Authority) 산하 하사드 푸드
(Hassad Food)는 캐나다 선라이즈 푸드(Sunrise Food)의 지분 25%를 매입
하였다.82) 하사드 푸드는 카타르 정부가 식품 및 농업부문 투자를 위해 2008
년 설립한 회사로 그간 세계 최대 규모 유기농 곡물기업인 선라이즈 푸드에 관
심을 보여왔다. 2020년 11월 아부다비개발지주공사(ADQ: Abu Dhabi
Development Holding Company)도 농산품 생산 및 식품가공을 취급하는
스위스 회사인 Louis Dreyfus Company의 지분 45%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83) ADQ는 최근 Louis Dreyfus Company와 농산품 장기 공급계약
을 체결한 바 있다.

다. 식량 비축 확대 및 수급관리 강화
2008년 세계 식량위기 이후 식량안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GCC 국가들은
저장능력을 향상하고 식량 비축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후 물류부문을 개발하
고 식량 공급망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오만은 2013년 소하르
(Sohar) 항구에 1억 7,000만 달러 규모의 농산물 터미널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81) SALIC, SALIC News, SALIC Acquires Stake in Daawat Foods Limite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8).
82) “Qatar’s Hassad collects 25% stake in Sunrise Foods Canada”(2020. 7. 9),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11. 18).
83) Aguinaldo(2020. 11.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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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다. 터미널은 곡물, 설탕, 기타 식품 관련 상품의 취급과 저장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간 곡물 70만 톤과 설탕 15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다.84)
이후 2018년에 오만은 살랄라(Salalah) 항에서의 농산물 터미널 개발계획
을 발표하였다. 터미널은 스페인의 알게포사 그룹(Algeposa Group)과 오만
의 오아시스 개발회사(Oasis Development Co.) 및 알 싸바트 홀딩(Al
Thabat Holding)의 조인트벤처인 Arabian Sea Port Services에 의해 개발
되며 1단계 프로젝트에서는 곡물 6만 톤의 저장능력을 갖춘 2만 5,000㎡ 규모
의 시설이 건설된다. 시설의 일일 곡물 처리량은 1만 5,000톤이며 품질관리,
병해충 방제, 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2단계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시설 용량이 두 배로 증대되고 연간 50만 톤의 곡물이 처리될 수 있다.85)
물류 프로세스 발전은 오만 비전 2040의 주요 영역 중 하나로 오만은 2040
년까지 물류부문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류는 오
만 경제에서 석유부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만은 물류부문의
GDP 기여 규모를 2020년에 30억 리얄(약 78억 233만 달러), 2040년까지
140억 리얄(약 364억 1,100만 달러)로 증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물류부문
개발을 통해 오만은 식량공급망을 개선하고 지역 내 식품유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86)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부 홍해 연안에 위치한 얀부(Yanbu)에 자국 내 최대 곡
물 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8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해운회사
바흐리(Bahri)와 사우디농축산투자회사(SALIC)가 터미널 건설에 합의하였다.
바흐리와 SALIC은 터미널 건설 및 물류 처리를 위해 조인트벤처인 국영곡물회
사(National Grain Company)를 설립하였다. 터미널은 1억 1,000만 달러
84) “Major agro-bulk terminal planned at Omani port of Sohar”(2013. 1. 27),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11. 23); Al-Handhali and Miniaoui(2020), p. 82.
85) “New agriculture bulk terminal set up in Salalah”(2018. 7. 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3).
86) Al-Handhali and Miniaoui(2020), p. 82; “Logistics to account for top GDP share after oil in
Oman”(2018. 1. 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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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로 31만 3,000㎡ 면적에 건설되며 저장용량은 28만 톤에 달한다. 곡물 처
리 규모는 초기 연 300만 톤에서 500만 톤까지 증대되며 터미널은 2021년
2/4분기에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87)
한편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식량수입 제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은
안정적인 식량공급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두바이 식량안보위원회(Dubai
Food Security Committee)는 2020년 5월 기준 두바이가 8개월 분량의 밀
과 쌀을 비롯해 1년치 필수 식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UAE는 해상
식량수입 제한에 대비하고 국내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항공운송을 확대하는 등
식량확보 조치를 취하고 국내 생산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88) 두바이 식량
안보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식량공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요 및 소비 특성에 기반하여 기초 식품을 정의하고 식량공급을 평가한다. 또
한 위원회는 식량 재고를 늘릴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식품 수출입 기업을 모니
터링하고 리스크를 예측하며 비상관리계획을 수립한다.89)
이와 함께 UAE는 2020년 3월 전략적 식량 비축(Strategic Stock of Food
Commodities) 규제와 관련한 연방법을 승인하였다. 이는 위기, 비상, 재난
상황에서 식량공급을 체계화하고 식량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업자와 식료품상에 적용된다. 법은 공급업자와 상인의 등록 및 분류기록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비상사태, 위기 또는 재난 발생 시 전략물자의 재고 배분
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은 등록된 상인의 창고가 국내에 있는 경우 점포의
위치, 면적, 규모 등을 명시하여 전략 식량과 창고의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
다.90)
87) “Saudi Arabia’s Bahri signs JV deal to build grains terminal at Yanbu port”(2020. 8. 24),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2).
88) “Coronavirus: UAE steps up local production and trade partnerships amid outbreak”(2020. 5.
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2).
89) “Dubai launches Food Security Dashboard”(2020. 1. 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2).
90)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Information and services, Justice, safety an
d the law, Handling the COVID-19 outbreak, A law to regulate strategic stock of food comm
odit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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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는 또한 수급관리에서의 첨단기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6월
두바이 정부는 식량안보 대시보드(Food Security Dashboard of Dubai)를
구축하였다. 두바이 식량안보 대시보드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
하여 공급지수, 비축 가용성, 국내 생산, 소비 수준, 주요 상품가격 등 5개 지표
를 신속하게 측정한다. 두바이의 식량안보 대시보드는 식량안보 및 전략적 식
량비축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을 수입, 기초 농산물의
가격, 소비 패턴, 식품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 등의 모니터링에 활용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UAE가 식량안보전략을 이행하고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91)

4. 소결
2008년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 이후 GCC는 국내 식량생산을 증대하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등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GCC 국가의
이러한 계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GCC 각국은 국가개
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식량안보를 주요 부문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전담기관을 설립하였다.
GCC 국가 중 식량안보 정책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는 국가는 UAE로
2018년 국가식량안보전략 2051을 발표한 이후 국내 농업부문 개발, 수급 안
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UAE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들어서 식량안보전략과 세계식량안보지수를 모니터링하는 식량안보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농업국가 시스템을 비롯해 식량안보 연구 결과를 축
적한 데이터베이스인 식량연구플랫폼, 수급관리 시스템인 식량안보 대시보드

91)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Information and services, Environment and
energy, Food securi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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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구축하였다. UAE는 스마트 농업기술의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UAE 내 수직농장, 스마트 온실 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
해 자국 기업의 농업기술을 향상하고 외국의 혁신적 애그테크 기업을 유치하고
자 한다.
UAE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다른 GCC 국가도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 확보 노력을 보이고 있다. UAE와 비교해 이들 국가에서 스마트
팜 등 스마트 농업 도입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나 각국 정부가
이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UAE 이외 국가에서도 스마트 농업 도
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수경재배 방식을
강조하며 자국 내 수직농장 확대 계획을 시사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GCC 국가 중 해외 투자 농지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해외
에 투자한 농지를 통해 밀 수요 일부를 충당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세계 식
량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대하고 있다. 해외 농지 및 세계 식량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는 UAE와 카타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3개국이 이러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카타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에
비교적 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주변국의 봉쇄조치는 카타르가 이들
국가에 대한 식량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코로나19로 GCC 국가들은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2020년 4월 쿠웨이트는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 GCC 국가 간 공동 식량공급망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6개 회원국이 이를
승인하였다. 2020년 12월 카타르와 다른 GCC 국가 간 갈등이 완화되는 분위
기 속에서 향후 GCC 내 식량안보 관련 협력은 더욱 긴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GCC 국가 간 농업부문 투자 및 기업 진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
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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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UAE는 중국정부와의 협정 체결을 통해 농업부문 협력을 추진해왔다. 2018
년 7월 UAE 기후변화환경부와 중국의 농업농촌부(MARA: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Affairs)는 농업 협력 강화와 공동 농축수산물 도매시
장 설립에 대한 두 건의 MOU를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양국은 수경재배, 유
기농업 등 최신 농업기술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관개 및 정수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해충 방제, 염해농지, 식량안보 관련 전문지식과 과학기술
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외에 양국은 식품안전 확보, 식품 손실 감소 및 수익
증대, 지역 내 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도매시장을 UAE에 공동으로 구
축하는 데 합의하였다. 양국은 이 계획을 위해 민간자본 동원을 촉진하고 발전
된 기업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중국 업체들은 UAE에서 허가된
기준과 규격에 따라 도매시장을 설립하고 관리와 운영을 전담한다.92)
중국의 민간기업 및 대학은 장기 전략 차원에서 UAE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
농업 관련 지능형 시스템 구축 및 기술이전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확대하고 있
다. 2015년 중국은 아랍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닝샤(寧夏)의 수도
인 인촨(银川)에 중국-아랍국 기술이전센터(China Arab States Technology
Transfer Center in Yinchuan)를 설립하였고, 아랍 지역에도 5개의 관련 센
터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WCEB(West China Electronic Business Co. Ltd.)
는 두바이의 141개 토마토 및 멜론 농장 등에 지능형 온실 관리 시스템 기술을
이전하였다. 온실 시스템 외에 2017년에는 아부다비의 물 절약 시스템 구축 프
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또한 WCEB와 닝샤대학교의 농업부문 전문가들은 두바
이의 지능형 관개 시스템을 적용한 대추야자 공원 조성 프로젝트 시범사업에도
참여하였다.93)
92) “UAE, China ink two agreements on strengthening agricultural cooperation”(2018. 7. 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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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에는 UAE 투자회사인 마와리드 홀딩(Mawarid Holding)이 중
국 충칭지구환경기술(Chongqing Earthskin Eco-technology)과 첨단기술
을 활용한 사막 토양 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Belts and Roads) 계획하에서 중국 및 UAE 정부 간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추
진되었다. 합의에 따라 마와리드 홀딩은 사막 부지와 자금을 제공하고 충칭지
구환경기술은 사막 토양에서의 농업기술을 제공한다. 프로젝트는 1개 이상의
부지에 풀과 나무, 채소 등을 심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시험하고 지하수, 희석
수, 정수 등 물의 종류도 다양하게 시도하는 비교 연구 등을 수행한다.94)
이외에도 사막 토양에서의 작물 재배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희석된 바
닷물을 이용하는 방식, 해수벼(seawater rice) 재배 프로젝트 등이 중국 과학
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칭다오 해수벼 연구개발센터(Qingdao Saltwater
Rice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는 센서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
한 식물보호 시스템과 함께 두바이 기후에 맞춘 식염 내성 쌀 품종 육성을 추진
하여 2018년 5월 두바이에서 1차 수확을 거두기도 했다.95)
벼 품종이 아닌 토양을 개선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중국 렉산드 테크놀
로지 그룹(Rechsand Technology Group)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이크 그
룹(Dake Group)과 조인트벤처인 데이크 렉산드(Dake Rechsand)를 설립하
여 매직 샌드(magic sand)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크 렉산드
는 두바이를 전 세계 진출을 위한 도약대로 삼고자 본사를 두바이로 이전하였
다. 숨 쉴 수 있는 모래로 알려진 매직샌드는 GCC 지역의 핵심 과제인 물 보존
과 사막 농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기술을 이용해 코팅한
모래 입자는 다른 소수성 물질과는 달리 물을 더 오래 보존할 수 있고 공기의
93) “China smart agricultural technology grows in UAE”(2018. 7. 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7).
94) “Reinforcement Cooperation between UAE and China”(2018. 7. 3); “UAE to turn desert into
rich farmland”(2018. 7. 15),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7).
95) “UAE to turn desert into rich farmland”(2018. 7. 15); Liu(2018. 7. 23), 온라인 자료(모든 자
료의 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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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순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96)
최근에는 UAE 정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실내농장 부문 진출도 이
루어지고 있다. 중국 스타트업 알레스카 라이프(Alesca Life)는 2019년 두바
이에 수경재배 컨테이너 농장을 구축하였다. 2013년 베이징에 설립된 알레스
카 라이프는 주로 오래된 선적 컨테이너를 소형 자동화 농장으로 개조하고 있
다. 컨테이너는 더 적은 자원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수경 시스템
을 갖추고 있으며 센서를 이용하여 작물을 관찰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알레스카 라이프는 2016년 두바이 정부의 스타트
업 지원 프로그램인 두바이 퓨처 액셀러레이터(DFA: Dubai Future
Accelerators)를 통해 UAE에 진출하였다. 이후 2017년에는 두바이 정부
(Dubai Municipality)와 전략 고문 역할을 담당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
하였다.97)

2. 일본
일본은 투자은행이 GCC 국부펀드와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양국간 식
품 교역 및 관련 부문 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 2016년 3월 일본의 미즈호 은
행(Mizuho Bank Ltd.)과 노린추킨 은행(The Norinchukin Bank)은 쿠웨이
트의 걸프투자회사(GIC: Gulf Investment Corporation)와 오만의 국가적
립기금(SGRF: State General Reserve Fund) 및 국가투자개발기업
96) “Breathable ‘Magic’ Sand for Ending UAE’s Food & Water Deficit”(2020. 8. 30);
Srinvasa(2020. 8. 27), “‘Magic Sand’ aims to end UAE’s food & water deficit within five
year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5).
97) 두바이 퓨처 액셀러레이터는 2016년 도입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미래 발전을 위한 도
전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진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scale-up) 기업이 지원하는 방
식으로 진행된다. 두바이는 이를 통해 전 세계 혁신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Dubai Future Accelerators, About us; Dubai Future Accelerators, Pr
ogram; “The shipping container farm helping to feed a Dubai community”(2019. 10. 2
2); “Alesca Life Is Creating Urban Solutions That Is Transforming The Farming Production”
(2017. 8. 3),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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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MIA: Oman National Investments Development Company) 등의
GCC 국부펀드와 함께 사모펀드인 걸프일본식품펀드(GJFF: Gulf Japan
Food Fund)를 조성하였다.98) 미즈호 은행과 노린추킨 은행이 각각 1억 달러,
5,0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일본의 쿨 재팬 펀드(Cool Japan Fund)가 해당 펀
드에 최대 4,000만 달러 규모를 투자하며, 펀드 운용은 UAE의 두바이에 설립
된 미즈호 걸프 캐피털 파트너스(Mizuho Gulf Capital Partners Ltd.)가 담
당한다.99) GJFF는 일본의 대GCC 농·임·수산물 수출 증대 지원, GCC 국가들
의 식량안보 개선, 양자간 식품 및 농업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
으로 하고 있다. 펀드는 일본과 중동 기업 간 설립된 조인트벤처에 투자하고 일
본과 GCC 기업들을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100)
GJFF는 이후 지역 내 식품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왔는데 2018년 3월에는
UAE의 고급 육류 수입 및 유통업체인 컨츄리 힐 인터내셔널(Country Hill
International)의 지배지분을 인수하였다. 이를 통해 GJFF는 할랄 인증 일본
와규 및 식품 등을 GCC에 수출하고 컨츄리 힐 인터내셔널의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류 취급 및 가공 기법을 개선하기 위한 일본 전문기술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2020년 12월에는 UAE의 유기농 제품 기업인 오가닉 푸
드 앤 카페(Organic Foods and Café)의 지분을 다수 인수하였다. 오가닉 푸
드 앤 카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에 유기농 제품과 소비재를 제
공하는 가족경영회사로 신선식품, 냉동식품, 육류, 유제품, 빵 등을 슈퍼마켓
체인을 비롯해 모바일 앱과 전자상거래 웹 스토어를 통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98) 걸프투자회사(GIC)는 GCC 6개 회원국 정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투자기업으로, 1983년 쿠웨이트에
설립되었다. GIC는 GCC 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 다각화, 자본시장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Gulf
Investment Corporation, About U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4).
99) 일본의 쿨 재팬 펀드(Cool Japan Fund)는 일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해외 수요 개발 증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2013년 조성된 민관펀드이다. 쿨 재팬 펀드는 ‘쿨 재팬’을 상품화하고 미디어 콘텐츠, 식품
및 서비스, 패션, 라이프 스타일 등의 분야에 자본을 제공하여 해외 수요를 증대하고자 한다. Cool Jap
an Fund, About Cool Japan Fund, What is Cool Japan Fun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4).
100) “LP Investment in a Fund Promoting Japanese Food, Agricultural Exports to the Middle
East”(2016. 3. 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1).

제4장 주요국의 협력사례 • 73

있다.101)
한편 일본의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SMBC: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은 2018년 2월 아부다비 농업인 서비스센터(ADFSC: Abu
Dhabi Farmers’ Services Centre)와 UAE 내 일본 및 UAE 기업에 금융 서
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SMBC는 아부다비의 농업부문 투
자자 및 투자 확대를 원하는 고객에 금융을 지원하고 ADFSC는 UAE의 농업부
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 현대화,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수자원 및 토양의 지속가능성 보장, 유기농 식품 생산 등 UAE
의 농업기술 향상과 관련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102)
UAE와 일본은 2018년 4월 아베 신조 총리의 UAE 방문을 계기로 포괄적 전
략적 파트너십 이니셔티브(CSPI: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Initiative)를 수립하고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양
국은 12개의 협력 의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농업 및 식량안보 부문이 포
함되었다.103) 양국은 식량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으며, 수자원 절약이 가능한 농경과 새로운 온실 기술 등을 포함
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혁신적인 농업부문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
다.104)

101) “Gulf Japan Food Fund acquires premium meat import and distribution company in the
Middle East”(2018. 5. 3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4); “The Gulf Japan Food Fund
Acquires a Majority Stake in Leading Organic Foods Player”(2020. 12. 6),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12. 14).
102) “UAE, Japan sign agreement to increase collaboration in Abu Dhabi’s agriculture
sector”(2018. 2.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4).
103) 12가지 협력부문은 정치, 경제, 문화·엑스포·올림픽, 교육·첨단과학·기술, 환경·에너지·수자원, 국
방, 항공, 영사 문제, 안보, 의료, 농업 및 식량안보, 여성 권한 강화(women empowerment)이다.
10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201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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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미국과 GCC 국가들의 농업 협력은 주로 스마트팜 관련 사업에 집중되어 있
다. 2018년 6월 UAE 에미레이트 항공과 미국 스타트업 크랍 원(Crop One)은
약 4,00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에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105) 동 스마
트팜은 UAE 두바이 내 알마크툼 국제공항(Al Maktoum International
Airport)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며, 계획대로 완공되면 전 세계 최대 규모(1만
2,000㎡)의 수직농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팜 설치 목적은 에미레이트
항공의 기내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매일 약 3톤 규모의 잎채소를 생산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자사가 주로 활용하는 공항 근
처에 스마트팜을 조성함으로써 농장과 소비 지점의 근접성을 확보하여 물류비
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의 신선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8월 미국 스타트업 플렌티(Plenty)도 아부다비에 수직농장을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106) 플렌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농업부
문 스타트업으로 일본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Vision Fund)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바 있는데, 비전 펀드의 후원자로 UAE 국부펀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렌티는 이를 통해 케일을 포함한 잎채소를 생산할 예정이다.
ADIO(Abu Dhabi Investment Office)는 스마트팜 및 관련 기술의 상업화
를 위해 미국기업과 협력하여 UAE 내 R&D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0
년 4월 ADIO는 3억 6,700만 달러를 농업부문 기업 4곳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UAE 내 농업기술 관련 R&D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107) 투자
대상 기업 중 에어로팜스(AeroFarms)와 RDI(Responsive Drip Irrigation)
105) Emirates Flight Catering, About us, News & Press, Emirates Flight Catering builds world’s
largest vertical farming facility in Duba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106) Gideon(2020. 10. 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9).
107) AeroFarms, Blog, AeroFarms® to build world’s largest R&D Indoor Vertical Farm in Abu
Dhabi as part of USD $100 million AgTech investment by Abu Dhabi Investment Office
(ADIO); Srinivasan(2020. 4. 16),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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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소재 기업으로 향후 각 기업에 맞는 R&D 센터가 UAE 내 설립될 예정
이다. 에어로팜스 R&D 센터는 수직농장의 상업화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진
행하고 이를 위해 60명 이상의 기술자, 원예가, 과학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에
어로팜스의 R&D 센터는 8,200㎡ 규모의 대규모 수직농장뿐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파종, 관련 로봇 공학을 연구할 수 있는 시설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RDI R&D 센터는 UAE 내 농장의 물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관
개 시스템을 개발하고 UAE 내 토지에서 농작물 수확량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UAE 국부펀드인 ICD(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는 지난 2017
년 12월 미국 보스턴 소재의 농업부문 스타트업인 인디고(Indigo)에 4,700만
달러를 투자를 감행하였다.108) ICD는 이전에도 인디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으나, 이번 투자는 농업부문 기업에 대한 단일 투자 규모로는 세계 최대 수준
이다. 인디고는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등에 지사를 설립하고 자
사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할 예정이다. 인디고는 스마트팜을 활용하
여 옥수수, 대두, 밀, 쌀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최근에는 생산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인디고 마켓플레이스(Indigo Marketplace)라는 애플리케이션
을 만들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UAE 정부가 미국 농업 관련 기업을 자국으로 초청한 사례도 있다.109)
2020년 UAE 식량안보부는 미국-UAE 기업인 협의체(US-UAE Business
Council)를 통해 미국의 농업부문 우수 기업 10곳을 선정하고 이들을 자국으
로 초청하여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회의를 주선하였다. 초청된 기업에는 수직
농장, 컨테이너 농장,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식품유통 트레킹 관련 기업 등이
포함되었다.
108) “Dubai leads $47m additional investment into US farm tech firm”(2017. 12. 6),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0. 11. 25).
109) U.S.-U.A.E. Business Council, Boosting Resilient Agriculture: Food Security,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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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
유럽과 GCC 국가들 간의 협력도 식량생산에 대한 기술협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8년 7월 프랑스 스타트업인 아그리쿨(Agricool)은 UAE 두바이에
딸기 생산을 위한 테스트 컨테이너 농장을 설치하였다. 아그리쿨은 프랑스 공
공투자은행 벤처 펀드(Bpifrance Large Venture Fund), 프랑스 기업 다논의
매니페스토 벤처(Danone Manifesto Ventures) 등으로부터 2,500만 유로의
투자를 받아 2021년까지 프랑스 파리와 UAE 두바이에 작물 생산을 위한 컨테
이너 1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그리쿨의 작물 재배용 컨테이너는 30㎡의
공간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며, 내부에 약 4,000그루의 딸기나무를 키울 수
있다.110)
쿠웨이트 Nox Management와 독일 Company&ever의 합작기업인
&Ever Middle East도 독일 엔지니어링 기업 SAP, Viessmann과 협력하여
2020년 8월 쿠웨이트 내 수직농장을 설치하였다.111) &Ever Middle East의
수직농장은 토지를 활용한 전통적인 생산 방법에 비해 물과 비료 사용을 각각
90%, 60% 줄일 수 있으며,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시
설은 약 3,000㎡ 규모로 일일 최대 550kg의 잎채소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UAE

레인

메이커스

캐피털

인베스트먼트(Rain

Makers

Capital

Investment)와 네덜란드 그로우그룹 IFS(GrowGroup IFS)도 그린 팩토리 에
미레이트(Green Factory Emirates)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농
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112) 그로우그룹 IFS의 생산기술을 활용해 16만 ㎡ 규
모의 경작지에서 연간 약 1만 톤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다.
110) 코트라(2019. 9. 26), 「해외시장뉴스, 농업 불모지 UAE, 스마트팜 산업으로 사막에 꽃 피울까」,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Agricool raises €25 million to scale its urban farming tech
in Paris and Dubai”(2018. 12.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4).
111) Mansoor(2020. 8. 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112) iGrow, GreenFactory Emirates: The Largest Indoor Farm In The World To Be Developed
In Abu Dhab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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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만에서는 수산물 양식과 관련된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13)
영국기업인 피드 알지(Feed Algae)는 1억 6,750만 리얄(약 4억 3,508만 달
러)을 투자하여 매년 10만 톤 규모의 해조류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양식장
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양식장은 오만 내 알 샤르끼야(Al Sharqiyah)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2022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노르웨이 기업 아쿠아
사이트(AquaSite)도 4,600만 리얄(약 1억 1,948만 달러)을 투자하여 오만 꾸
리야트(Quriyat)에 연어 양식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2021년부터 매년 2만 톤
의 연어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소결
이 장에서는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GCC와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의 협력사
례를 UAE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UAE는 GCC 국가 중 식량안보 정책을 가
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GCC와의 협력사례는 UAE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한국의 협력사례에도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UAE는
정부 간 협력의제로 농업부문을 강조하는 한편 사막형 작물재배 등 농업기술
연구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
해 자국기업의 지원뿐 아니라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주요국별 협력 특징을 살펴보면 중국은 정부 차원의 협력과 더불어 민간 및
학계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과 UAE 정부 간 농업
부문 협력 강화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
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일대일로 계획과 연계하여 UAE와

113) “Food security: Oman expands capacity”(2020. 7.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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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농업부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막 토양 및
기후에서의 작물재배는 중국이 UAE에서 추진하는 주요 연구과제로 중국도 한
국과 같이 UAE에서 벼재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일본도 정부 차원
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 자금을 통한 펀드 조성이 눈에 띄
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GCC 국부펀드 등과 협력하여 현지 기업 및
양자 간 설립된 조인트벤처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현지 농업 기관과 협력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일본의 식품과 서비스를 상품화하여 해외
수요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기술 기반 스타트
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UAE는 미국과 유럽의 농
업부문 스타트업 유치 및 연구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농업부문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이어나가고 있다. 오만에서는
수산부문 개발이 추진되면서 영국, 노르웨이 등의 유럽 국가들이 오만 양식업
사업에 진출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은 경쟁력을 갖추고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대GCC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과 UAE 간 협력
사례는 한국과 UAE가 추진하는 협력과 공통적인 부문이 존재하는데 중국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강점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팜 부문에서 미국과 유럽 기업이 선
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GCC 국가의 수요를 세분화하여 파악
하고 차별성을 가진 협력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과
GCC의 협력사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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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GCC와 주요국 간 식량안보 관련 주요 협력사례
국가

사례

주요 내용

농업 협력 강화 및 공동
농축수산물 도매시장
설립 MOU 체결

· 2018년 7월 UAE 기후변화환경부와 중국의 농업농촌부 간 2
건의 MOU 체결
· 수경재배, 유기농업 등 최신 농업기술 관련 협력 강화, 관개 및
정수기술 도입, 해충 방제·염해농지·식량안보 관련 전문지식
과 과학기술 공유에 합의
· 식품안전 확보, 식품 손실 감소 및 수익 증대, 지역 내 가격 안정
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도매시장을 UAE에 공동으로 구축하는
데 합의

· 2015년 중국은 닝샤의 수도인 인촨에 중국-아랍국 기술이전센
터를 설립하고 아랍 지역에도 5개의 관련 센터 구축
농업 관련 지능형 시스템
· WCEB는 두바이의 141개 토마토 및 멜론 농장 등에 지능형 온
구축 및 기술이전
실 관리 시스템 기술 이전, 아부다비의 물 절약 시스템 구축 프
로젝트에 참여
중국

· UAE 투자회사인 마와리드 홀딩과 중국 충칭지구환경기술
(Chongqing Earthskin Eco-technology)은 첨단기술을 활
사막 토양 개발 프로젝트
용한 사막 토양 개발 프로젝트 계약 체결
· 마와리드 홀딩이 사막 부지와 자금을 제공하고 충칭지구환경기
술은 사막 토양에서의 농업기술을 제공
사막 토양에서의 작물
재배 연구

· UAE에서 희석된 바닷물을 이용하는 방식, 해수벼 재배 프로젝
트 등 중국 과학자들에 의해 진행
· 칭다오 해수벼 연구개발센터는 두바이 기후에 맞춘 식염 내성
쌀 품종 육성을 추진하여 2018년 5월 1차 수확

스마트팜 진출

· 중국 스타트업 알레스카 라이프 2019년 두바이에 수경재배 컨
테이너 농장 구축
· 알레스카 라이프는 2016년 두바이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
그램인 두바이 퓨처 액셀러레이를 통해 UAE에 진출

걸프일본식품펀드 조성

· 2016년 3월 일본의 미즈호 은행과 노린추킨 은행은 쿠웨이트
걸프투자회사, 오만의 국가적립기금 및 국가투자개발기업 등과
사모펀드인 걸프일본식품펀드 조성
· 일본의 대GCC 농·임·수산물 수출 증대 지원, GCC 국가들의
식량안보 개선, 양자간 식품 및 농업 관련 사업 육성 목적
· 일본과 중동 기업 간 설립된 조인트벤처에 투자, 일본과 GCC
기업을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 역할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아부다비 농업인
서비스 센터 협력

· UAE 내 일본 및 UAE 기업에 금융 서비스 제공
· SMBC는 아부다비 농업부문 투자자 및 투자 확대를 원하는 고객
에 금융 지원, ADFSC는 UAE의 농업부문에 대한 정보 제공
· 농업기술 현대화, 수자원 및 토양의 지속가능성 보장, 유기농
식품 생산 등 UAE의 농업기술 향상 관련 협력 강화 계획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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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국가

일본

사례

주요 내용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수립

· 2018년 4월 아베 신조 총리가 UAE를 방문하여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농업 및 식량안보 부문을 포
함한 12개 협력의제 발표
· 수자원 절약이 가능한 농경과 새로운 온실 기술, 혁신적 농업
부문 기술협력 강조

· 약 4,00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에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
에미레이트 항공-크랍원 · UAE 두바이 내 알마크툼 국제공항 근처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
스마트팜 공동투자
세계 최대 규모(1만 2,000㎡)의 수직농장이 될 것으로 기대
· 에미레이트 항공의 기내식 공급 목적
미국

에어로팜스 및 RDI R&D
센터 설립

· 2020년 4월 ADIO는 에어로팜스와 RDI를 포함한 농업부문
기업 4곳에 3억 6,700만 달러 투자 계획 발표
· 이를 통해 UAE 내 농업기술 관련 R&D 센터 설치 계획

농업부문 스타트업 투자

· 2017년 12월 UAE 국부펀드 ICD는 미국 보스턴 소재의 농업
부문 스타트업인 인디고에 4,700만 달러 투자

프랑스 스타트업
아그리쿨 UAE 진출

· 두바이에 딸기 생산을 위한 테스트 컨테이너 농장 설치
· 2,500만 유로 규모 투자를 통해 2021년까지 프랑스 파리와
UAE 두바이에 컨테이너 100개 설치 계획

· &Ever Middle East는 독일 엔지니어링 기업 SAP, Viessmann
쿠웨이트와 독일
과 협력하여 2020년 8월 쿠웨이트 내 수직농장 설치
합작기업 &Ever Middle
· 농장은 약 3,000㎡ 규모로 일일 최대 550kg의 잎채소 생산
East 설립
가능
유럽
네덜란드 그로우그룹 IFS
UAE 진출

· UAE 레인 메이커스 캐피털 인베스트먼트와 네덜란드 그로우
그룹 IFS는 그린 팩토리 에미레이트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농장 건설 추진
· 16만 ㎡ 규모 경작지에서 연간 약 1만 톤 농산물 재배 목표

수산물 양식 관련 협력

· 영국 피드 알지, 대규모 양식장 오만 샤르끼야 지역에 설치 계
획(1억 6,750만 리얄 투자, 매년 10만 톤 해조류 생산 가능)
· 노르웨이 아쿠아사이트, 오만 꾸리야트에 연어 양식장 설치 계
획(4,600만 리얄 투자, 연간 2만 톤 연어 생산 목표)

자료: “UAE, China ink two agreements on strengthening agricultural cooperation”(2018. 7. 21); “China sma
rt agricultural technology grows in UAE”(2018. 7. 23); “Reinforcement Cooperation between UAE and
China”(2018. 7. 3); “UAE to turn desert into rich farmland”(2018. 7. 15); Liu(2018. 7. 23); “The shippi
ng container farm helping to feed a Dubai community”(2019. 10. 22),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7); “LP Investment in a Fund Promoting Japanese Food, Agricultural Exports to the Middle
East”(2016. 3. 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1); “UAE, Japan sign agreement to increase collabor
ation in Abu Dhabi’s agriculture sector”(2018. 2.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4); Ministry of Forei
gn Affairs of Japan(2018), p. 5; Emirates Flight Catering, About us, News & Press, Emirates Flight
Catering builds world’s largest vertical farming facility in Duba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Aer
oFarms, Blog, AeroFarms® to build world’s largest R&D Indoor Vertical Farm in Abu Dhabi as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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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USD $100 million. AgTech investment by Abu Dhabi Investment Office(ADIO); Srinivasan(2020.
4. 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 “Dubai leads $47m additional investment into US farm tech
firm”(2017. 12.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5); 코트라(2019. 9. 26), 「해외시장뉴스, 농업 불모지 UA
E, 스마트팜 산업으로 사막에 꽃 피울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Agricool raises €25 million
to scale its urban farming tech in Paris and Dubai”(2018. 12.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4);
Mansoor(2020. 8. 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iGrow, GreenFactory Emirates: The Largest Ind
oor Farm In The World To Be Developed In Abu Dhab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1); “Food securi
ty: Oman expands capacity”(2020. 7.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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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주요 협력사례
한국과 UAE 간 농업협력은 2018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이후 활발히 추진
되고 있다.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사막형 스마트팜 기술, 사막지역 벼 재배
관련 기술협력이 이루어진 가운데 2020년 5월 농촌진흥청은 UAE 샤르자
(Sharjah) 지역에서 건조지역용 벼 품종 ‘아세미’ 시험재배에 성공하였다. 이
는 열대 건조지역용으로 육성한 아세미 품종을 해외에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
배 전 과정을 실증하고 재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된다. UAE에
서의 생산량은 동일한 품종을 국내에서 재배했을 때보다 약 40% 증가한 수준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는데 농촌진흥청은 1
차 시험재배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시험을 추진하며 경제성을 확보할 계획이
다. 현재 2차 실증시험이 추진 중으로 추후 품종 및 재배 기술을 다양화하고 재
배 면적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막기후 대응 시험온실을 구축하여 데
이터 확보 및 기술 확립에 나서고 대추야자 생육관리 및 방제 연구도 추진할 계
획이다.114)
2019년 6월에는 UAE와 제2차 한-UAE 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스마트
팜 분야 협력 강화와 농식품 교역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업협력위원회
는 2015년 체결된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같은 해
UAE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농식품 교역과 관련해서는 한국산 인삼 제
품의 수출 요건 및 지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9년 11월에는 한-UAE
농업 R&D 협력강화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UAE 농업 현황과 추진
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심포지엄에는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UAE의 기후변화환경부,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ADFCA: Abu Dhabi
Food Control Authority), UAE 대학교(UAEU: United Arab Emirates
114) 농촌진흥청(2020. 4. 29), 「농촌진흥청, UAE 사막에서 벼 실증재배 결과 발표」,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11. 29); 농촌진흥청 관계자 인터뷰(2020. 11. 26, 전문가 간담회,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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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국제해수농업연구센터(ICBA: International Center for
Biosaline Agriculture)를 비롯해 양국의 농업 전문가와 관계자 등이 참석하
여 사막기후 환경에서의 벼 재배 기술, 스마트 축산, 대추야자 해충 진단 및 방
제 등 농업 공동연구 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115)
스마트팜 부문에서 국내기업의 GCC 진출도 이어졌다. 사물인터넷(IoT) 기
반 모듈형 스마트팜 스타트업인 엔씽은 2019년 UAE 아부다비에서의 실증사
업(PoC: Proof of Concept)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엔씽
은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인 플랜티 큐브(Planty Cube)를 아부다비에 수출하였
는데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은 수요에 따라 모듈을 손쉽게 확장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또한 플랜티 큐브는 데이터 기반으로 농장을 자동 운영하고 온도･
습도･방역 등 재배 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엔씽은 잎채소, 허브 등
신선 채소를 재배하여 현지 시장에 유통하고 재배 작물도 확대할 예정이다. 실
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컨테이너 100동 규모를 UAE에 수출하고 주변국으
로의 진출도 확대할 계획이다.116)
엔터프라이즈포털 솔루션 기업인 솔트웨어는 2020년 1월 카타르와 육묘 재
배시스템 등의 설비를 갖춘 연동형 컨테이너 및 사막형 그린하우스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솔트웨어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Io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팜에 집중해왔으며 2019년 중동 스마트팜 시장 진출 본격화를 목적으로
자회사인 솔트에이앤비를 설립하였다. 솔트웨어는 카타르 도하에서 토마토 재
배 시범사업을 진행 중으로 육묘재배 시스템에서 토마토 모종을 키우고 이를 그
린하우스로 이식해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솔트웨
어는 시범사업을 종료한 이후 스마트팜 2차 확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117)
115) 농림축산식품부(2019. 6. 20), 「한-아랍에미레이트(UAE) 간 농업협력위 개최」; 농촌진흥청(2019.
11. 12), 「열대사막에 스마트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한자리에」,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9).
116) 「엔씽, 스마트팜 ‘플랜티큐브’ 중동 진출」(2019. 7. 8); 「엔씽, 120억 시리즈B 투자 유치」
(2020. 9. 17),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9).
117) 솔트웨어(2020. 4. 6), 「솔트웨어, 농업에 ICT 결합한 스마트팜 사업 중동시장에서 꽃 피운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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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2018년 11월 UAE 샤르자 코르파칸에서 샤르자 인도주의센터
(SCHS: Sharjah City for Humanitarian Services)와 공동으로 장애인 맞춤
형 스마트팜을 구축하였다. 600㎡ 규모로 건설된 UAE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
팜은 장애인에 최적화된 전용 시설을 갖추고 있다. 스마트팜에서는 상추와 바
질, 애플민트 등 허브류가 수경재배 방식으로 재배되며, 물순환 시스템을 통해
물 70%가량이 재활용되고 있다. 또한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글
라스를 이용하여 외부 관리자가 현장에 있는 근로자에게 원격으로 실시간 교육
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118)
국내 스마트팜 기업 간 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첨단 온실 전문기업 그린플
러스와 농업 벤처기업인 만나씨이에이는 2020년 10월 중동 수출을 위한 온실
형 스마트팜 시스템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린플러스는 농림축산식품
부, 코트라 등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해왔는데 UAE에서는 고
온극복형 실증온실 시공을 추진 중이다. 만나씨이에이는 수경재배와 물고기 양
식을 결합한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농법 주력 기업으로 2019년에 사우
디아라비아와 실내형 스마트팜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생산 효율성이 높고 경제성을 갖춘 스마트팜 설비를 완성해 중동 시장에 진출
할 계획이다.119)
한편 축산부문에서는 유라이크코리아가 2018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첨단
생산기술개발사업 지정 과제 중 ‘축산부문 ICT 융복합시스템 과제’ 주관기관
으로 선정되어 UAE에 진출하였다. 축산 ICT 전문 기업인 유라이크코리아는
축우 건강관리 통합 솔루션인 라이브케어(LiveCare)를 대표적인 서비스로 제
공하고 있다. 라이브케어는 축우에 IoT 기술이 집약된 바이오 캡슐을 경구 투

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9).
118) 「IT를 뿌렸더니…사막서 식물이 무럭무럭」(2019. 3.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9).
119) 「ICT 농업벤처 만나씨이에이, 그린플러스와 중동 수출용 스마트팜 공동 개발 협약 체결」(2020. 10. 12);
「네덜란드가 주름잡던 스마트팜 국산화… 일본서도 배우러 왔죠」(2020. 6. 24); 만나씨이에이, 소
개,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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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 가축의 위에서 체온과 활동량 등을 측정하고 가축의 개별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질병, 발정, 임신 등을 진단하고 관리한다. 2019년 6월에는 제2차
한-UAE 농업협력위원회를 위해 방한한 UAE 참관단을 대상으로 라이브케어
시연회를 가졌다.120)

표 5-1. GCC 농축산 부문 국내기업 주요 진출 사례
기업

진출국가

주요 내용

엔씽

UAE

· 2019년 아부다비 실증사업 계약 체결
·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플랜티 큐브 수출

솔트웨어
(솔트에이앤비)

카타르

· 육묘재배시스템 등의 설비 갖춘 연동형 컨테이너 및 사막형 그린
하우스 수출
· 도하에서 토마토 재배 시범사업 추진

KT

UAE

· 샤르자 코르파칸에서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 구축
· 증강현실 글라스를 이용하여 외부 관리자가 현장에 있는 근로자
에게 원격으로 실시간 교육과 솔루션 제공

UAE

· 농림식품부와 공동으로 고온극복형 실증온실 시공

그린플러스
만나씨이에이
유라이크코리아

사우디아라비아 ·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실내농장 수출 계약 체결
UAE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부문 ICT 융복합시스템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UAE 진출
· 축우 건강관리 통합 솔루션(라이브케어) 제공

자료: 「엔씽, 스마트팜 ‘플랜티큐브’ 중동 진출」(2019. 7. 8); 「엔씽, 120억 시리즈B 투자 유치」(2020. 9. 17); 솔트웨어(20
20. 4. 6), 「솔트웨어, 농업에 ICT 결합한 스마트팜 사업 중동시장에서 꽃 피운다」; 「IT를 뿌렸더니…사막서 식물이
무럭무럭」(2019. 3. 3); 「네덜란드가 주름잡던 스마트팜 국산화… 일본서도 배우러 왔죠」(2020. 6. 24); 만나씨이에
이, 소개; 「유라이크코리아, 정부와 손잡고 중동 UAE 진출한다」(2018. 12. 27),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9).

120) 「유라이크코리아, 정부와 손잡고 중동 UAE 진출한다」(2018. 12. 27); 「유라이크코리아, UAE 참관
단에 라이브케어 시연」(2019. 6. 19),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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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 시사점
가. 정부 간 농업기술 협력 및 기업 지원 정책 강화
스마트팜은 한국판 뉴딜의 두 개 축인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과 그
린 뉴딜(Green New Deal)에서 주요 부문으로 꼽히고 있다. 2020년 9월 발표
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분야 40개 중 스마트팜을 포함한 7개 분야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투자 분야 모두에 포함되었다.121) GCC 지역에서 스마트 농
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팜이 정책 핵심분야
로 선정되면서 양측의 상생협력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농업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서 수행이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를 정부가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에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
우 해외 시장 진출 시 정부협력 사업을 통해 진출하게 되면 단독으로 진출할 때
보다 리스크를 줄이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122) 또한 GCC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점을 가진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우리는 GCC 지역
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도 상승하
는 가운데 고온에 적합한 종자 등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양측 간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GCC의 경우 제도적 절차나 규제 등과 관련하여 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정부 간
121)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중복으로 포함된 분야는 스마트팜을 비롯해 로봇, 에너지효율 향상, 친환
경 소비재, 실감형 콘텐츠, 차세대 반도체, 객체탐지 7개 분야이다. 「로봇에서 실감형 콘텐츠까지…
뉴딜펀드 투자 품목 나왔다」(2020. 9. 2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9).
122) 스마트 농업 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2020. 11. 10, 전문가 간담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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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통해 해소되는 경우가 있다. 스마트팜과 같은 신산업의 경우 현지 진출
시 제도가 미비하거나 까다로운 인증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
련하여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인증 절차 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
다.123) 또한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팜 부문에서의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
을 위해 KOTRA와 같이 현지에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채널이 확대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나. 스마트 농업 진출 확대
GCC 지역 내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향후 국내기업의 진출기
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유럽, 미국 등의 농업 선도국
들이 GCC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과 차별되고 우리가 경쟁
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일례로 기술
수준이 높지만 유지관리 비용도 높은 네덜란드 등의 시설에 비해 우리는 경제
성을 갖춘 맞춤형 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수자원이 부족하고 농업 인프라가 낙
후된 현지 환경을 고려하여 GCC 국가가 적용 가능한 기술을 우선적으로 제공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지 시장을 선점하고 단계적인 기술 고도화 사업을 추
진할 수 있을 것이며 수요에 따라 시설 도입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스마
트팜 시장 진출 시 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운영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면
서 이에 필요한 대응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124)
향후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진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
전은 GCC 국가도 관심이 높은 부문으로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이들 국가의 수요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는 2020년 11월 한국에너

123) GCC 진출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2020. 11. 10, 전문가 간담회, 서울).
124) GCC 진출기업 B사 관계자 인터뷰(2020. 11. 24, 전문가 간담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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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술연구원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실증사업 진행
계획을 밝혔다. 해당 사업은 난방의 80%, 냉방의 50% 이상을 태양열과 태양
광, 지열 등을 이용하며, 실증연구를 통해 연간 에너지 비용 70% 이상을 절감
하는 통합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하고 관리운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125)
축산부문에서의 협력도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GCC는 소뿐만 아니라 낙
타가 많은 지역으로 2018년 기준 UAE의 낙타 수는 약 46만 마리로 집계된
다.126) UAE는 낙타 번식을 증대하여 전 세계 대상으로 수출할 계획을 밝히는
등 향후 낙타 농가에서의 스마트 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
다. 현재 UAE 내 낙타 농가에서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칩 등을 활용한 개별 개체 이력관리가 이용되는 수준이다. 아
직 IoT 기술 등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가축 헬스케어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
은 상황에서 UAE는 젖소를 대상으로 개발된 한국의 스마트 기술을 낙타에 적
용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127)
한편 기업은 현지 시장 진출 시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 이용을 고려할 수 있
다. UAE를 중심으로 기술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이 확대되면서 이를 통한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UAE는 식량안보에 초
점을 맞춘 푸드 테크 챌린지(Food Tech Challenge)와 같은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푸드 테크 챌린지는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모색하는 세계적 대회로 초기 창업자를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지원자의 신청을
받는다.128) 국내에서는 K-ICT 본투글로벌센터와 같은 스타트업 지원 전문기
관을 활용할 수 있다. K-ICT 본투글로벌센터는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
은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투자, 사업 개발 분야에서
125) 「에너지 70% 절감하는 스마트팜 만든다」(2020. 11.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30).
126) Bayanat.ae, Oraganisations, Federal Competitiveness and statistics authority, Number
of Camels by Emirate, gender and Age, 2018 camels by emirate-gender-age,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2. 27).
127) 농촌진흥청 관계자 인터뷰(2020. 11. 26, 전문가 간담회, 세종).
128) Food Security, Our Initiatives, The Food Tech Challen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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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팅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각지 다양한 국가로의 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가운데 K-ICT 본투글로벌센터는 GCC 내 주요 ICT 기관과
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기업과의 사업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0월에
는 UAE 아부다비의 ICT 공기업인 인자잣(Injazat)과 MOU를 맺고 국내 혁신
기술 기업의 중동 시장 내 사업 확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
다.129)

다. 현지 농업인력 교육
GCC 현지 농업부문 인력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농업인력 교육
관련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스마트팜 재배기술
을 전수할 인력이 없는 점을 문제점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스마트팜 시설 수출
이후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나 현지에서 이를 수행할 수 없어 국내기업에
지속적인 운영 요청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기업 차원에서 농업인
력 육성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였다. 스마트팜에 자동화 기술, 로봇 등이 도입되
고 있으나 일부 작물의 경우 전문가의 재배기술이 여전히 생산량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농업인력 양성은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
인다.130)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인력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교
육을 제공하고 농업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지식공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
이다. 현지 농업인력 교육은 현지인과 외국인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GCC는 대부분 현지인이 농장을 소유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구조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역량 강화
도 중요한 부문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대상 교육보다는 현지인 대상 교육
129) Born2Global, About Center; 「본투글로벌센터, 아부다비 공기업 인자잣과 전략적 업무협약」
(2020. 10. 19),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30).
130) GCC 진출기업 B사 관계자 인터뷰(2020. 11. 24, 전문가 간담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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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협력 성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 대상별 전수 기술 수
준에 차이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지인 대상으로는 고급기술 인력양
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농업부문의 기술 도입이 빨라
지고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영향으로 GCC 현지인의 농업부문 종사가 확
대되면 농업부문에서의 교육수요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한국의
농업대학교와 GCC 현지 대학교 간 국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현지 농
업센터, 직업훈련원 등을 통해 농업교육 관련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식품 밸류체인 변화에 따른 진출 부문 다양화
코로나19 이후 GCC 현지 식품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식료품의 온라인 주문이 증가하고 음식 배달 서비스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
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AE에서는 2020년 10월 영국의 고급 식료품
슈퍼마켓 체인인 웨이트로즈(Waitrose)가 영국 이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웨이트로즈의 이와 같은 행보는 코로나19로
UAE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조사 결과에 따
르면 코로나19로 소비자의 약 80%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방식을 전
환한 것으로 나타났다.131)
이렇게 식료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콜드체인(cold chain)의 중요
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132) UAE의 경우 콜드체인을 구축한 기업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신선식품, 식자재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133)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콜드체
131) “Supermarket chain Waitrose launches first international online grocery platform in
UAE” (2020. 10.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132) 콜드체인은 식품을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연속적으로 저온의 설비 속에서 유통하는 기구 혹은 시스
템으로, 냉장과 냉동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농사로, 농업용어사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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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장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콜드체인 물류센터 운영과 관
련하여 선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IT 기술 등을 활용한 창고운영 및 물
류과정 내 온도관리 등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134) 한국의 새벽 배송 서비스
등과 같은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접목한 신선물류 기업의 GCC 시장 진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팜 시장 진출 시 스마트팜과 콜드체인 시
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유기농 제품,
할랄(halal)식품, 저장식품 등에 대한 소비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면서 관련 식품 수출과 함께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수 있다.

마. 한국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식량안보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UAE는 2017년 식품산업 특화 지구인 두바
이 푸드 파크(DFP: Dubai Food Park)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DFP는 두바
이가 세계 최대 규모 도매 도시를 목표로 건설한 두바이 홀세일 시티(DWSC:
Dubai Wholesale City) 내 위치하고 있다. UAE는 DFP 계획 발표 이후 중국
과 1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중-UAE 식품산업 클러스터(China-UAE
industrial food cluster)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UAE 식품산업 클러스
터에는 케이터링 기업 및 식품 포장재료 첨단 제조공장 각 2개를 포함해 30개
식품 관련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 프로젝트 주요 부문은 식품 가공, 저온 저장,
포장물 생산, 전자상거래 및 물품 전시 등이다.135)
UAE가 자국의 식량안보를 강조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를 구축
하는 가운데 식품부문에서 한국 전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될 수 있다. 식
품산업 클러스터에는 생산을 비롯해 가공, 유통, 판매 등 식품 가치사슬 전 단
133) GCC 진출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2020. 11. 10, 전문가 간담회, 서울).
134) 「‘콜드체인 시스템’ 중국 진출 유망사업 부상」(2015. 11. 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7).
135) “Sheikh Mohammed unveils blueprint for Dubai Food Park”(2017. 8. 23); “Dubai Food
Park signs Dh1.35 billion agreement to establish China-UAE Food Industrial cluster”(2017. 9. 10),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30).

제5장 한국의 산업별 경쟁력 분석과 중소기업의 GVC 참여 촉진 전략 • 93

계에 걸친 부문의 기업 진출이 가능할 것이며 이외에도 기업 지원 기관과 연구
개발 시설 등의 입주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클러스터는 기업에 사무
실, 저장창고, 공유 시설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를 높여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입주기업에 회사 설립부터
실제 영업활동까지의 과정을 더욱 수월하게 하는 지원책이 제공된다면 기업의
입주 선호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한국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시장 내 한국
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 식품관 운영 등 국내 제품
을 홍보하고 브랜드화하는 활동도 동반될 수 있다.
한편 식품은 통관 시 규정이 까다로워 기업의 어려움이 많은 부문으로 평가
되는데 클러스터에서 간소화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136) 2015년 GCC 국가들이 공동으로 수입식품 통제를 위한 지침을 도
입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강도 높은 검역을 시행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
및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식품 클러스터를 이러한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수
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식품인증과 관련하여 동등성 인정 협정을
통해 할랄식품 등의 대GCC 수출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136) GCC 진출기업 C사 관계자 서면 인터뷰(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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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Food Security Policies of GCC Countr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in the Post-COVID-19 Era
Yunhee Jang, Sung Hyun Son, and Kwang Ho Ryou

The Covid-19 pandemic in 2020 caused disruptions in the global
food supply chain, heightening food security concerns. The GCC
countries rely on imports for a large portion of food due to
environmental conditions that restrict agricultural development.
Covid-19 is increasing concerns of food crisis in these countries,
limiting the movement of logistics and personnel. GCC countries are
pushing for policies such as expanding domestic production,
increasing investment in overseas farmland and food sectors, and
diversifying sources of income, which are expected to be pursued
more actively in the future. Meanwhile,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based smart agriculture in GCC is expected to
accelerate as agricultural innovation incorporating high-tech
technologies, or AgTech, has emerged as a global issue in the
agricultural sector amid the ongo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food security in the GCC countries,

11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시사점

analyze policies, and derive cooperative implications in response to
the GCC’s reinforcement of food security to provide a way to
diversify Korea’s energy and construction-focused cooperation with
the GCC region.
Chapter 2 analyzes the GCC’s food security situation through the
World Food Security Index and statistics related to food production
and supply. GCC countries ranked 13th to 50th out of 113 countries
in the 2019 World Food Security Index. Among the sub-sectors,
particularly high scores and rankings were given to “affordability,”
which is relevant to the country’s wealth and food purchasing
capacity. GCC countries remained at the bottom of the world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and resilience, a sector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index calculation but can gauge the likelihood of
future food crises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Meanwhile, food
production in GCC countries accounted for only 25.2 percent of
total consumption. Most of the food production shortfalls were
supplied through imports, especially, the proportion of imports to
total consumption of grains was 93.0%. The stock of grain is also low
compared to consumption. In other words, it appears GCC countries
are maintaining good food security levels overall, but they will face
limitations that are difficult to cope with when food supply
problems arise due to their high dependence on food imports and
lack of water and farmland.
Chapter 3 examines the GCC’s food security policies and the
direction of change in the post-Covid-19 era. Since the 2008 global
food crisis, the GCC has been pushing for policies to streng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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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ecurity by increasing domestic food production and
increasing overseas investment. These initiatives in GCC countries
are accelerating further with the Covid-19 pandemic. In announcing
their national development plans, the GCC countries selected food
security as one of the key areas, going on to develop detailed
strategies and establish dedicated organizations. Moreover, the
government is promoting sustainable agriculture that considers the
environment and introducing smart agriculture projects, and is
expanding corporate support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around
the UAE. GCC countries are also expanding investment in overseas
farmland and international food companies and strengthening food
stockpiles and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Chapter 4 touched upon cases of cooperation between major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nd
the GCC. In addition to government-level cooperation, China is
actively engaged in private and academic cooperation. Agreements
have been reached between the Chinese and UAE governments on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developing
technologies, and various related projects are underway. While
Japan is also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at the government
level, the creation of funds through public-private funds is a notable
feature. Japan, in cooperation with the GCC sovereign wealth fund,
is investing in joint ventures established bilaterally with local
companies. Technology-based startups in the U.S. and Europe are
actively entering the GCC market. The UAE is attracting and
investing agricultural start-ups in thes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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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explores the current statu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GCC region and seeks future cooperation directions.
First, it will be able to strengthen intergovernmental agricultural
technology cooperation and corporate support policies. At the
government level, expanding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
and carrying out joint projects will be able to facilitate entry of
companies. As demand for smart farms in the GCC region increases,
it is expected that introduction of smart agriculture systems will
expand.

While

leading

agricultural

countries

such

as

the

Netherlands, Europe, and the U.S. are actively pushing for entry into
the GCC region, it will be necessary to come up with strategies to
find sector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these companies and in
which Korea can show competitiveness. In addition, cooperation
related to farm labor education can take place as the GCC local
agricultural sector is assessed to lack manpower capabilities.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provide education through
the operation of human resources exchange programs and promote
knowledge sharing projects through the dispatch of agricultural
experts. In addition, these efforts will allow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to diversify entry areas according to changes in food
value chain.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there have been
changes in the GCC local food market, such as an increase in online
orders and demand for healthy foods.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cold chains is expected to increase, and consumption of organic
products, halal foods, and stored foods will continue to increase.
Finally, the creation of an industrial cluster exclusively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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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be promoted in the food sector. The food industry cluster will
be able to promote shared growth by providing incentives to
agricultural and food companies and increasing synergy through
corporate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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