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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1.

세계은행은 년 월 보고서에서 식량물가지수 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밝2011 2 (FPI) 29%

히고 있다 이는 아이티 소말리아 등에서 폭동이 발생했던 년 보다 높은 수치로 세계. , 2008

식량위기와 식량안보에 대해 전세계적인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물론 곡물가격의 상승.

은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공업국가들의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증가와 투기수요에 기인,

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년 전세계 개국이 식량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었던 점, 2007~2008 37

을 감안하면 세계의 식량위기 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는 점, (food crisis)

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식량자급율이 로 국가 중 최하위인 위를 기록하고. 26% OECD 28

있는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먼 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 의 유사시를 대비한 곡물재고 권고량은 연간소비량의 이(FAO) 16~18%

다 경제성장이 식량안보를 지켜 주지 못한다는 경험과 가 지향하는 자유무역이 식량. WTO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식량안보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지구. , 1)

온난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로 인한 육류소비의 증가, 2) 1) 농산물, 3)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수익성 감소 등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식량생산의 감소에,

기인한다.

또한 식량위기에 관한 보고서에서 년 기아인구가 억 천만명에서 년FAO 2006 8 5 2009 10

억명으로 증가했으며 그 원인은 금융위기와 식량의 가격폭등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 ‘ ’ .

은행 역시 년 이후 식량의 가격불안정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인구가 세계적으로2008

만명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식량가격 폭등이 금년 중동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요인5,500 .

이 됐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더라도 물가를 자극하여 인,

플레이션이 가중되어 사회불안 요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중동은 지구상 가장 메마른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농업생산성 대비 인구

증가율과 식량부족 대비 식량수요 증가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전체 경작지의.

이상을 식량작물에 이용하고 있지만 년대 중반에 이미 이 지역에서는 약 천 백2/3 , 1980 2 2

만톤의 식량이 부족하였다 이 같은 현상의 누적은 세기 들어오면서 급기야 식량위기. 21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고 물 부족현상과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의 확대는 중(food crisis) ,

동의 식량증산에 커다란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첫째로 중동지역 농업의 특성과 식량생산 문제 둘째로 식량부족의 배,

경과 식량안보 셋째로 중동의 농업개발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분(food security),

석하여 그 해결책 및 확보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동지역 농업의 특성과 식량생산2.

중동지역 농업의 특성1)

가 지리적 특성.

중동은 초창기 인류의 정착농업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중동지역은 오랜 정착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부터도 오래된 이주의 역사도 함께 갖고 있다 역사.

적으로 정착의 형태는 군사력과 정치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지만 주요 도시에서 인구가 증,

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자체에서도 보다 큰 마을로 인구가 집중돼 왔다 지리적으로 높고.

1) 육류소비의 증가는 전체적인 곡물수요를 증대시킨다 소고기 을 생산하는데 요구되는 곡물은 돼지고. 1kg 7kg,

기는 의 곡물을 필요로 한다4kg .



낮은 산악지역과 습지대 및 건조한 스텝지대사이에서 계절적으로 이동하는 독특한 목축업자

들이 공존하진 지역이 중동이다 인류정착의 오랜 역사와 토지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과 도.

시의 발전은 중동의 넓은 지역에서 토지와 삼림자원의 폐허를 가져왔다.

중동에서 농작물 수확과 관개농업은 최소한 세기이후 시작되었다 이BC 5 . 지역은 중요한 곡

물과 콩 그리고 다양한 작물의 유래지 및 분포지인 동시에 오래전부터 양과 염소를 사육한

중요한 지역이다 중동. 지역은 새로운 곡물과 농업기술이 극동지방으로부터 도입되었을 때인 4

세기부터 세기 동안 농업생산에 있어서 커다란 기술혁신을 이룩하였다11 .

이란에서 모로코까지 펼쳐지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최소한 개의 최빈국과 개14

도국들로 이뤄져 있다 이 지역에는 억 천명의 도시거주 인구와 함께 약 억명의 인구가. 1 2 3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만명의 사람들은 어업과 목축을 포함하는 농업에 종사하. 8,400

고 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은 억 헥타르의 토지면적과 다양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하지11 .

만 대부분 지역은 낮은 지대로 건조하거나 반건조한 지대를 포함하는 변화무쌍한 강우지대

인 반면 다소 습한 지대는 건조한 여름과 겨울에는 온화하고 습기가 많은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다 비교적 온화한 습지대는 토지면적의 미만이지만 농업인구의 거의 절반이. 10% ,

이곳에 거주한다 반면에 건조한 지역은 토지면적의 거의 를 차지하지만 인구의. 90% , 30%

정도는 이곳에 거주한다 총인구는 건조하거나 반건조한 지대에서 집약적으로 관개된 지역.

에 흩어져 사는 대부분 인구 밀집지역과 함께 총토지면적의 단지 에 해당하는 대규모 관2%

개지역의 농업인구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중동지역 국가들의 주요 농업경제지표는17% .

표 과 같다< 2-1> .

국가 구분/
면적

만( km2)
인구 만GDP US$ 산업/GDP (%)

경작지
농업용

담수이용율

도시인구

비율만명( ) 증가율 인당1 성장률 차 차 차1 , 2 , 3

아

라

비

아

반

도

UAE 8.4 510 3.3% 4.9 3.2% 0.9%, 53%, 46% 0.8% 68% 84%

바레인 0.8 120 2.8% 4.0 4.1% 0.5%, 57%, 42% 2.8% 57% 89%

사우디 214.9 2,600 1.5% 2.4 3.7% 2.6%, 32%, 36% 1.7% 89% 82%

예 멘 52.8 2,410 2.6% 0.3 8.0% 8.2%, 39%, 53% 2.9% 95% 32%

오 만 30.9 303 2.0% 2.6 4.2% 1.6%, 51%, 48% 0.1% 90% 73%

카타르 1.2 85 0.8% 17.9 16.3% 0.1%, 70%, 30% 1.6% 72% 96%

쿠웨이트 1.8 296 2.0% 4.9 2.0% 0.3%, 48%, 51% 0.8% 52% 98%

레

반

트

레바논 1.0 413 0.2% 1.4 7.4% 4.7%, 16%, 79% 16.4% 67% 87%

시리아 18.5 2,252 0.9% 0.5 3.2% 17%, 27%, 56% 24.8% 95% 56%

요르단 8.9 651 0.9% 0.5 3.1% 3.4%, 30%, 66% 3.3% 75% 79%

이라크 43.8 3,040 2.4% 0.4 0.8% 9.7%, 61%, 27% 13.1% 92% 66%

팔레스타인 0.6 380 - 0.2 - - - - -

마

그

레

브

․
NA

리비아 175.9 660 2.1% 1.4 4.2% 2.6%, 63%, 34% 1.0% 83% 78%

모로코 44.7 320 1.1% 0.5 3.2% 17%, 32%, 51% 19% 87% 58%

수 단 186.1 4,505 2.5% 0.2 5.1% 30%, 40%, 30% - 97% 40%

알제리 238.1 3,499 1.2% 0.7 3.3% 8.3%, 62%, 30% 3.2% 65% 66%

이집트 100.1 8,218 2.0% 0.6 5.1% 14%, 38%, 48% 2.9% 86% 43%

지부티 2.3 76 2.2% 0.3 4.5% - 0.04% 16% 76%

튀니지 16.4 1,063 0.9% 0.9 3.7% 10%, 35%, 55% 17.1% 82% 67%

비

아

랍

이 란 164.8 7,789 1.2% 1.1 1.0% 11%, 42%, 47% 9.8% 91% 71%

이스라엘 2.1 747 1.6% 2.9 4.6% 2.4%, 33%, 65% 15.5% 62% 92%

터 키 78.4 7,879 1.2% 1.3 8.2% 9.6%, 27%,64% 29.8% 74% 70%

표 중동지역 국가들의 주요 농업경제지표< 2-1>



주 는 북아프리카 를 말하며 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반올림: NA (North Africa) , .

출처: World Fact Book, 2011.

중동은 지구상 가장 메마른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연구에 의하면 이 지역 국가. FAO(2004) ,

들 가운데 개 국가는 초과 건조지역이며 나머지 개 국가들은 영토의 이상이 강우5 100% , 4 50%

에 의한 농업에 이용할 수 없는 초과건조 혹은 건조지역으로 규정된 지역이다 그 결과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 강우에 의한 농업 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된다(rainfed agriculture) .

강우에 의한 농작물은 습한 겨울철에 재배되지만 관개지역에서는 연중 재배가 가능하다, .

주된 천수 작물로는 밀 보리 콩과류 올리브 포도 과일 및 채소 등이 있다 과일과( ) , , , , , .天水

채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아열대 작물 또한 여름철에 관개상태에서 경작된다 양과 염소와.

같이 주된 가축들은 다양한 형태의 농업방식2)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목축업의 확장

에서 가축사육에 이르기까지 근교농업에 있어서 각기 다른 농경방식으로 커다란 연계고리역

할을 한다 아래 지도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동지역에서 농업은 기후적 특징으로 인해 개간.

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도 경작가능한 토지에서 관개지 및 상록작물의 비율[ 2-1]

자료: FAOSTAT, FAO Statistics Division 2010.

나 오랜 전통의 관개농업지역.

세계의 다른 개도국들과 비교할 때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농업부문에서 특히 낙후된 지역

은 아니다 집약적인 농업방식을 위한 초석이 다져진 여러 지역에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

고 있는 관개기반 문명은 오늘날도 여전히 효과적인 영농방식이 되고 있다 역사적인 증거.

는 로마시대에 북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이 곡물과 다른 작물을 경작하기에 충분한 강우량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로마시대 이후 기후조건의 변화로 식물생장이 악화돼온 것.

이다.

역사적으로 관개수단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착기술과 연관돼 있

다 이러한 사실은 농촌지역에서 공공연한 영양실조가 가뭄이나 해충 혹은 나일계곡에서의.

연중 홍수의 부족에서 야기되는 수확실패와 주로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2)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농업방식은 가지로8 - Irrigated, Highland Mixed, Rainfed Mixed, Dryland Mixed,

분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Pastoral, Sparse (Arid), Coastal Artisanal Fishing, Urban Based -

참조http://www.fao.org/DOCREP/003/Y1860E/y1860e05.htm#P1_1 .



인구변화와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농촌지역은 여전히 고용의 원천과 경제적

기여도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도 중동지역 노동력의 대부분은 농업부.

문에 종사하고 있다 년 기간 동안 그 비율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이스라엘과 레. 1960-1977 ,

바논을 제외하고는 농업부문의 고용율이 를 상회하고 있다20% .

기간 동안 비산유국인 튀니지 이집트 터키에서는 농업부문의 희생으로 국민1960-1978 , ,

소득에 대한 농업의 기여도가 약 정도 증대하였다 하지만 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25% . GDP

에서 농업부문은 그 효율성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도시화에 따른 이농인구의.

급증은 에 대한 농업부문의 기여가 보조를 맞추지 못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GDP .

농촌노동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한 경우는 년 이스라엘과 수단에서 볼 수 있는1960

데 그것도 년에 와서는 이스라엘만이 겨우 개선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중, 1978 .

동의 대부분 지역은 이농인구와 농촌지역의 노동력부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생산적인 농

촌노동력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농업부문의 변화는 조방농업 과 집약농업 모두에 있어 공통적인 현상을( )粗紡農業

보이고 있다 홍수 가뭄 병충해 및 수급측면의 경제적 요인 등은 농업부문에 커다란 영향. , ,

을 미친다 녹색혁명에 걸었던 장밋빛 기대는 년 동안 개도국에서 인당 곡물생. 1970-1972 1

산량이 감소하면서 좌절되었다 그 결과 중동지역에서 년대 인당 연평균 농업생산은. 1960 1

를 기록하였거나 성장이 거의 정지된 상태였다3-5% .

중동지역 대다수 국가들의 농업생산이 저조한 수치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년대 전체, 1970

평균성장률 는 년대 기록한 보다는 향상된 것이다 또한 이 지역 대부분 국4.3% 1960 3.8% .

가들에 있어서 년대는 농업과 공업간 성장격차가 크기는 했지만 그 간격도 어느 정도1970

좁혀진 시기이다 홍성민( , 1991: 349-354).

개선된 유아생존율과 일반적으로 낮은 사망률로부터 파생되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이제

이러한 역사적 균형을 위협하고 있다 도시증가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유입되기는 하.

지만 도시지역에서도 실업률은 높다 년 추계에 따르면 총인구의 약 정도가. FAO 2004 , 2%

하루 달러미만의 세계빈곤기준 상태에서 생활하며 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1 9% (3,300

만명 는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농촌지역에서 빈곤은 도시지역보다 더 만연돼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의 빈.

곤층은 주로 식량과 생계수단으로서 농업에 의존하는 농부나 목축업자들로 구성된다 농촌.

지역의 빈곤은 한정된 토지와 수자원의 부족 낮은 생산성 등에 의해 차적인 조건이 주어, 1

지며 예측할 수 없는 강우량 비교적 적은 농산물수확량 가축선택권과 계속되는 자연자원, ,

황폐화에 의해 더욱 악화된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충분한 토지에 대한 접근은 이미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커다란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 토지소유제도는 대규모 양질의 토지를 소유.

하는 소수의 농부들과 함께 크게 왜곡돼왔다 이와 함께 대다수 토지소유지에서 크게 파손.

된 자연은 비효율적인 토지경영을 유발한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취약하며 많은 농업정책들.

또한 값싼 식량비축을 위한 도시의 수요에 맞게 조정돼왔다 특히 곡물 농부와 목축업자들.

은 수입곡물에 대한 보조금의 영향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역사적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있어서 농업은 최초에는 곡물과 가축사육에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는 관개나 혹은 부분적인 관개토지로부터 과일 채소 및 환금작물, (cash

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년 이 지역의 농crops) - . 1997

업생산은 의 를 차지했으며 수출의 고용의 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제에GDP 13% , 19%, 50% .

서 비농업수입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의존하는 국가들을 따라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중동지역에 있어서 수량과 질에 있어서 전체적인 물에 대한 접근은 농업과 국가경제 모두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관개 없이 산출량 제고를 위한 비교적 낮은 잠재력. ( )灌漑

은 모든 경제가 원유채굴 광산 제조업 무역 및 기타 상업활동을 포함하는 경제성장을 위, , ,

한 대체적인 방안으로 농업개발에 접근해야 함을 제시해주고 있다(FAO, 2001). 중동지역에

서 물 부족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심각하다 이 지역은 극히 물이 부족하며 매우 낮은 수준의.

재생가능한 수자원을 갖고 있다 중동지역은 매우 높은 인당 담수. 1 (804m3 연간 추출율과 그/ )

가운데 재생가능한 수자원의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75% .

물 수요는 인구증가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여파로 이 지역에서 계속 증대될 것이다 농업부.

문은 타부문과 비교할 때 물 사용 조건에 따라 단연 최대의 물 수요를 필요로 한다 걸프산유국.

들은 농업이 에서 매우 작은 부분 대부분 의 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농업목적GDP ( GDP 2-3%)

을 위해서도 여전히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SIWI, 2009: 2).

식량생산2)

가 식량생산의 부족.

중동국가들은 계속 확대되는 다른 지역의 식량부족국들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년 기간 동안 중동국가들의 농산물 수입액은 억달러에서 억달러로 상승하1973-1980 40 200

였다 중동에 있어 중요한 식량작물인 밀은 첫 번째 식량수입품목이 되었고 이 지역에서. ,

필요한 밀의 고기의 약 정도를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60%, 15-20% 3)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은 실로 막대하며 증가추세 또한 지속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집트는 년의 경우 억달러를 식량수입에 소비했다 그러나 수입의 상당부분을 농산물1978 20 .

수입으로 전환하고 있는 석유수출국들은 대규모 식량소비국으로 변모하였다 이란의 식량수.

입액은 년 년에 억 천만달러에서 년에는 억달러를 훨씬 상회하였다1973-1974 1 3 3 1978 20 .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많은 비용을 이 부분에 투자하였는데 년 한, 1980

해 동안에만 가 증가된 억 달러를 식량수입에 소비했다50% 45 .

년대 대부분 중동국가들에 있어 자국내 식량생산증가율은 인구증가율을 겨우 상회하1970

는 수준이었다 년 기간 동안 인구증가율은 최고 에서 최저 까지 기록. 1970-1978 4.1% 2% 4)

하는데 비해 식량생산은 년대 후반에 들어 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1970 3-4% .

이 지역의 식량소비 증가가 녹색혁명 에 의해 충족될 것이라는 낙관론은(Green Revolution)

년대에 크게 약화되었다 홍성민1970 ( , 1991: 355-358).

년대 말에서 년 초에 걸쳐 대부분 중동국가들은 비료뿐만 아니라 품종개량 및1960 1970

관개시설을 통해 식량증산을 이룩했다 그러나 실제 정책수행에 있어서는 커다란 성과를 거.

두지는 못했다 년대 식량증산을 이룩하지 못하였거나 오히려 감소한 나라들 가운데. 1960

절반 이상은 년대 들어와서야 실질적인 증산을 달성했다 아직도 튀니지와 리비아 같1970 .

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에 시달리고 있고 알제리 수단 요르단과 같은 나라들, ,

은 식량부문의 녹색혁명으로 저생산성을 우회하고 있다.

표 중동 주요국의 곡물수입 및 생산 인구변화< 2-2> , (1961-91)

3) 예를 들면 이집트의 경우 년과 년 사이에 밀수입이 증가하였다 모로코는 년대 초에는 밀1970 1980 53% . 1970

을 단지 연평균 만톤 정도를 해외에서 구입하였지만 년에는 그 규모가 세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50 , 1979-80 .

4) 이 지역 평균 인구성장률은 였다 따라서 년 동안 이란의 농업생산에서 연평균 증가는2.9% . 1970-1978 5.5%

년 이후 지속해온 식량소비에 있어서 연평균 증가 때문에 이란 정부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1974 8-12% .



국 명
평균곡물수입 소비중( %) 평균곡물생산 톤(1,000 ) 인구 변화(% )

1961-71 1981-91 변화 1961-71 1981-91 변화 1961-71
UAE 100.0 99.6 -0.4% - 1.4 - +2035%
레바논 83.6 92.0 +8.4% 65 39 -39% +45%

사우디 50.6 70.2 +19.6% 387 2302 +495% +276%
시리아 4.9 30.4 +25.5% 967 1824 +89% +172%

예멘 13.0 61.5 +48.5% 802 640 -20% +127%
요르단 48.9 89.6 +40.7% 153 66 -57% +268%
이란 5.0 29.6 +24.6% 4532 8736 +93% +169%

이스라엘 79.8 85.4 +5.6% 168 288 +71% +112%
쿠웨이트 100.0 99.6 -0.4% - 0.8 - +583%

자료: FAOSTAT, 2004.

나 식량수입의 증대.

중동은 세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은 인당 식량을 수입한다 중동국가들의 식량수입은1 .

세기 후반 주로 높은 인구성장에 기인하여 과거 년 동안 전격적으로 상승해왔다 특히 인20 40 . 1

당 곡물소비는 이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그렇기에 이 지역에서 식량안보수준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 변화정도는 비록 기후적 잠재력이 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주로 부.

의 수준에 기반을 두고 있다( ) .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같은 걸프산유국들은 이스라엘처럼 세계 곡물시장에서 곡물, , UAE

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빈곤국들은 식량수입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팔레스타, .

인 지역 레바논 예멘이 식량안보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요르단은 중동국가들 가운데 식량안보, ,

가 가장 취약한 국가이다(FAOSTAT, 2004).

소비율로서 곡물수입의 조건을 보면 중동은 세계의 어떤 지역보다도 식량이 부족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레바논 이스라엘 등은 인당 곡물수입에. 2002 , , , , UAE 1

있어 모두 세계 톱 에 포함돼있으며 시리아만이 유일하게 과거 년 동안 정기적으로 잉여곡20 , 40

물을 생산해왔다 이 지역에서 물 부족에 관한 양과 젠더 추계에 따르. (Yang & Zehnder, 2002)

면 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곡물의 양은 연간 인당 의 물을 수입한, 1995-1999 1 53 m³

것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한다 전체 지역에 이 수치를 적용하여 추계하면 년 중동은. 2002

곡물의 형태로 억 큐빅 메타 만큼의 물을 수입한 것이 된다28 5).

중동지역의 급속한 인구증가 또한 곡물수입증가의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다 는. UAE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증가 를 기록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요르1961-2002 (2,897%) , ,

단 쿠웨이트 또한 가장 빠른 세계 대 인구증가국 가운데 포함돼있다 아울러 식량수입 수요증, 10 .

대는 몇몇 국가들에 있어서 인당 소비증대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을 위한 곡물사용과 기타 비1

식량목적 및 소모 를 위한 곡물이용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wastage) .

표 곡물소비패턴의 변화< 2-3> (1961-91)

5) 바레인 오만 이라크및카타르의자료는불충분하여연구에서제외됐으며 팔레스타인자료는 년이후부터이, , , 1996
용가능한것이다.



국 명
평균곡물소비 명 년(kg/ / ) 가축사육 총소비중( %) 기타 변화

총소비중( %)1961-71 1981-91 변화 1961-71 1981-91 변화

UAE 195 121 -38% 0.0 0.0 - +17.5%

레바논 144 141 -2% 14.9 24.1 +9.2% +7.4%
사우디 127 154 +22% 0.0 0.3 +0.3% +0.1%
시리아 157 184 +17% 0.0 0.1 +0.1% +0.2%

예멘 153 166 +8% 0.0 0.0 - -0.7%
요르단 144 168 +17% 15.3 20.9 +5.6% +0.6%

이란 149 205 +38% 0.0 0.0 - -0.1%
이스라엘 148 160 +8% 0.1 0.1 - +16.3%

쿠웨이트 151 145 -4% 0.0 0.1 +0.1% +4.5%

자료: FAOSTAT, 2004.

중동지역 식량부족의 배경과 식량안보3. (food security)

식량부족의 배경1)

식량문제의 근본원인은 인구증가 물 부족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병충해의 창궐 및 환경, , ,

파괴 경작지 감소와 그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등에 기인한다 농산물 생산량감소는, .

곡물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져 식량자급률 부족으로 인한 식량안보 의 문제를(food security)

제기하며 최근 기상이변과 유가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가격인상도 곡물가격의 상승을 유도하,

고 있다.

농산물 가격상승 즉 곡물가격의 상승은 상품가격 전반의 상승을 유발하는 애그플레이션,

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중동아프리카국가들 은 거대한 식량순수입국(Agflation) . (MENA)

이며 식량수요의 를 해외수입에 의해 충당하기에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커다란 영향을, 50%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식량은 국제사회의 분쟁과정에서 무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

중동은 지역에 따라서는 지하에서 뽑아 올린 담수 의 이상이 농업에 사용된(fresh water) 85%

다 이러한 수치는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주요 국가. , ,

들은 이스라엘 과 이 지역 최대 농산물생산국인 터키의 물 사용과 함께 전체적으로(63%) 75%

담수의 정도를 농업에 이용하고 있다90% .

식량수입이 이 지역 모든 수입품의 를 차지한다 중동지역은 농업생산에 있어 기후10-35% .

의 영향에 매우 민감하며 매년 억 달러어치의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세계식량프120 .

로그램 은 년 예멘에서 소비된 모든 식량의 가 수입되었다(World Food Program) 2008 75-90%

고 한다 비록 개별국가들이 과일이나 이스라엘처럼 채소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농작물을 수출.

하기는 하지만 중동지역에서 거래되는 되는 주된 식량의 생산물은 기본적으로 곡물이다, .

이 같은 상황은 자연적으로 이 지역에서 물 사용효율성 의 제고(water use efficiency; WUE)

를 요구한다 를 위한 광범위한 기술과 지식은 이 지역내에서 농작물의 생산성을 증진시킬. WUE

수 있는 있기는 하지만 희소자원을 어느 지역에 할당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더 큰 어려움이 되,

고 있다 (SIWI, 2009: 6).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동지역 식량부족의 배경을 높은 인구증가율 공업화에 따른,① ②

낮은 농업생산성 만성적인 물 부족 기후변화의 영향 등 크게 가지로 분류한다 인, , 4 .③ ④

구증가에 따른 식량부족문제는 앞에서 일부 다뤄졌기에 이 장에서는 나머지 가지 배경에3

초점을 맞춰 중동의 식량부족 요인을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중동의 농업개발문제와 식량 확

보방안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가 공업화에 따른 낮은 농업생산성.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농경단계는 공업화에 우선한다 그러나 산업발전은 내부시장과.

그의 구매력에 기초하므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전체 국민의 에 달하는 중동지역에70%

서 농업발전은 경제발전에 앞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

공업화는 농업부문의 개량과 일치하며 이와 관련하여 증가된 무역활동 즉 판매경로의 개척,

및 확장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총체적인 발전은 인당 농업생산성의 증대로 시작된다 그. 1 .

후에 증가한 차 생산에 기초한 산업이 나타나게 되고 그에 따라 부수된 용역도 함께 나타1 ,

나게 된다.

인구증가에 의해 식량수요가 증가하면 향상된 농업생산성은 부가적 산출물을 타경제주체

들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계를 가능하게 해준다 농업생산력을 흡수할 수 있는 인구.

의 고려를 배제한 다른 산업부문으로의 농업노동력 이전은 농촌지역의 파멸과 함께 전혀 뜻

하지 않은 경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공업화는 자본재 상품의 수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비용은 외국인의 투자나 공공단체의.

원조와 같은 자본재 수입에 의해 지불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농산물수입이나 식량수입을 감

소시킴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던 간에 집약적인 농업생산력은 필요하.

다 한 나라의 공업화에 있어서 그 기본적인 관건은 바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득의 증대이.

다 농업과 공업간에 긴밀한 관계는 각 개별경제주체에 의해 요구되는 인당 투자와 연관이. 1

있다 중동에 있어서 토지개발과 관개사업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들은 중동의 미래.

를 점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홍성민( , 2004: 12-13).

년대 나타났던 잠재적인 농촌노동력의 감소는 도시지역에서 대체가 가능하였다 농1970 .

촌에서 도시로 향하는 과도한 이농인구 는 특히 이란 알제리 터키 및 이집트 등( ) , , ,離農人口

의 국가들에 있어서 도시 서비스부문과 사회발전계획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켰다 다양.

한 사회문제는 노동력의 도시로의 과도한 집중으로부터 나타났고 도시 농촌간 소득격차의, -

증대는 계층간 긴장을 초래하였다 거대한 중동지역의 도시주변에는 경제적 불만과 정치적.

불안의 불씨가 되는 저소득층 지역이 출현하였다 농촌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인구이동은 과.

거 농업부문에 노동력을 제공했던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농업부문이 다시 활기를 띄게 된다.

면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지역의 원활한 식량공급과 산업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Marvin G. Weibaum, 1982: 24-25).

식량은 인간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물질이다 그렇기에 한 국가에서 경제발전은 반드.

시 식량의 자급자족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식량자급과 독자적인 안보체제를 갖춘 선진국들.

은 세계 제 차 대전이후 전쟁기간 중 식량자급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농업을 개발하였다2 , .

그 결과 오늘날 선진국들은 대부분 식량수출국으로 탈바꿈하였다 반면에 개도국들은 선진.

국들의 근대화를 따라잡기 위해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중동의 대부분 지역에 있어서 농업부문은 부차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더욱이 서구. ( )西歐

선진국들의 개발모형을 따르고 있는 정부들은 급속한 도시산업의 팽창과 수출경쟁에 필요한

자본축적을 위해서 경제적 후진성을 탈피하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중공업부문에 뿐만.

아니라 통신과 방위부문에까지도 공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농업이 지배적인 경제,

에서는 전통부문에 더 큰 가치와 역점을 둔다 중동의 대다수 전통적 산유국들은 소비지향.

적인 도시의 산업사회만이 장차 석유수입 이 감소할 경우 그들의 국가번영과 권력 및( )收入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6).



하지만 농업사회를 탈피하려는 그들의 의지와는 달리 중동국가들은 만성적인 식량생산 부

족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식량생산의 최적화에도 실패하여 해외로부터의 식

량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동국가들은 농업부문이 다른 선진국들에 있어서 전통적으.

로 고용과 수입의 원천이 되었음을 간파하고 도시화와 공업부문의 성장에 따라 농업부문도

보다 효율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로 차츰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고 있다.

나 만성적인 물 부족.

중동지역은 극히 물이 부족하며 매우 낮은 수준의 재생가능한 수자원을 갖고 있다 이 지역은.

매우 높은 인당 담수1 (804m3 연간/ ) 추출율과 그 가운데 재생가능한 수자원의 이상을 사75%

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중동지역에서 물 부족 현상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욱 심각하.

다.

물 수요는 인구증가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여파로 이 지역에서 계속 증대할 것이다 농업부.

문은 타 부문과 비교할 때 물 사용 조건에 따라 단연 최대의 수요를 필요로 한다 걸프산유국들.

의 농업부문은 에서 매우 작은 부분 대부분 의 을 차지하고 있지만 농업목적을GDP ( GDP 2-3%)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SIWI, 2009: 2).

중동지역 수자원은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것 보다 많은 양을 추출하는 정도의 국가들이70%

일반적으로 초과 사용하는 지하수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수층 에서 해수관입( )帶水層

을 유발하여 계속 물의 양을 저하시킨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성도 감소한다. .

표 중동 주요국의 강수량 및 물 사용량< 3-1> TARWR

국 명
강수량

연(mm/ )

총사용TARWR

(%)

인구

명(1000 )

인당1 TARWR

(m3 연/ , 2005)

UAE 100 1,538 3,015 49
사우디아라비아 100 722 24,919 96
시리아 300 76 18,223 1,440

오만 100 137 2,935 340
요르단 100 115 5,614 160

이라크 200 57 25,856 2,920
이란 200 53 69,788 1,970
이스라엘 400 122 6,560 250

쿠웨이트 100 2,227 2,595 8
터키 600 18 72,320 2,950

주 실제 재생가능한 수자원총량) TARWR: Total Actual Renewable Water Resources( )

자료; SIWI, 2009, "Water resources in the Middle East," (Stockholm: Sweden).

산유부국들은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담수화계획을 갖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서 식수의 약 는 담수화플랜트에 의해 제공된다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라비아70% . < 3-1>

반도의 대부분 국가들은 재생가능한 수자원의 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쿠웨이트에서는100% ,

6) 년 월 튀니지로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도 따지고 보면 매우 사소한 식량문제로부터 발단이 되었다고2011 1 ‘ ’

볼 수 있다 극심한 물가고와 실업난이 불러온 단순한 경제문제에서 출발한 재스민 혁명의 단초는 배고픔과 빈. ‘ ’

곤이었고 이를 가능케 해준 것은 도시화 와 더 나아가 세계화 였다 기성세대에 대한, (urbanization) (globalization) .

젊은 반란 이 성공할 수 있었던 수단은 혁명 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도자‘ (young revolt) IT (SNS) .

들은 식량 확보문제를 정권안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 .



이상을 소비한다 향후 예견되는 수요증대와 기후변화의 영향은 이 지역에서 물 수요 관2000% .

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다 개선된 물관세제도 를. (water tariff system)

포함하는 새로운 물 관리정책과 수자원 부족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ibid., 2009: 3).

그림 중동지역의 인당 물 소비 및 이용 가능량[ 3-1] 1 (1990-2020, m3/person/year)

자료: A. Hamdy and G. Trisorio Liuzzi, ____. “Water Scarcity Management Towards

Food Security In The Middle-East Region”.

다 기후변화의 영향.

중동은 세계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다 평균온도 상승과 이상 강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강우량 변화를 분석할 때 기후모델은 다양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대. .

부분의 모델들은 에 의거하여 미미한 강우량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이 지역IPCC .

에서 물 부족현상과 온도상승은 강수량에서의 조그만 변화조차도 그 영향은 크게 나타날 것이

라는 전망이다 대부분의 예측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평균온도는. , 1.2-30 상승할 것이라 한다C .

기온상승은 증발율을 증가시키며 그로 인해 강우로부터 이용가능한 물과 지하수 보충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수도 감소할 것이다. 10 의 온도 상승은 농업용수 수요를 까지 증대시킬 것이C 10%

며 온도상승은 여름철보다는 주로 겨울철에 더 크게 이뤄질 것이라 한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집약적농업에 의존하는 이 지역 국가들은 취약성을 감소시

키기 위한 그들 경제를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 연구에 따르면 중동지역에서 기후. FAO ,

변화 시나리오의 경제에 대한 평균비용은 의 약 손실을 예측하고 있다 보다 높은 시GDP 1.9% .

나리오에서 손실은 주로 경작 가능한 토지감소와 해안도시의 침식에 따른 의 손실이 예측3.5%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식량수입 수요를 더욱 증대시킬 전망이다. (SIWI, 2009: 9).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과 홍수 또한 중동지역의 수자원관리와 큰 연관을

갖고 있다 기상이변으로부터 파생되는 병충해의 피해 역시 중동의 농업생산을 저하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한 예로. 사막메뚜기 떼는 세계인구 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1/10 .

사막메뚜기 성충과 무리는 짧은 시간내에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공기중에 머물 수 있다 메뚜기 떼는 이상 떨어져있는 홍해를 정기적으로. 300km



건너며 때때로 사막을 횡단하여 수단에서 모리타니아는 물론 거의 나 떨어져 있는, 5,000km

모로코까지 이동한다 년에는 예외적으로 북서아프리카에서 영국의 작은 섬으로 이동. 1954

한 인상적인 메뚜기 떼들도 있었다(Keith Cressman: 125-126).

지도 사막메뚜기 떼의 장거리 이동[ 3-1]

출처: Keith Cressman, “Monitoring Desert Locusts in the Middle East,” Middle

Eastern Natural Envirnment.

중동에서 세기동안 사막메뚜기 전염병은 가지의 각기 다른 형태로 발생하였다20 7 : 1901–

및908, 1912 17, 1926 33, 1941 47, 1949 62, 1968 1987 89(Waloff, Z. 1966). 1860– – – – –

년 이후 메뚜기 떼는 중동의 다른 지역보다는 서남아라비아에서 보다 자주 출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메뚜기 떼가 목격된 것은 총 년이었다 메뚜기 떼는 서남아. 72 .

라비아에 인접한 지역과 중동의 북부지역보다는 이란의 남부지역에서 보다 자주 출현하였

다.

표 중동에서 메뚜기 떼 출현 년< 3-2> (1860-1997 )

지 역
출현 횟수 출현 % 출현 횟수

전염병 %
1860-1997 1860-1997 전염병기간

남아라비아반도 남쪽(20N ) 72 52.2 41 56.9
북아라비아반도 북쪽(20N ) 69 50.0 39 56.5

아라비아 동쪽(53E ) 54 39.1 33 61.1
이란 남쪽(30N ) 51 37.0 34 66.7
이집트 및 시나이 44 31.9 36 81.8

이스라엘 및 요르단 39 28.3 30 76.9
이란 및 기타 지역 31 22.5 28 90.3

이라크 27 19.6 25 92.6
시리아 및 레바논 25 18.1 19 76.0
터키 13 9.4 13 100

출처 출처: : Keith Cressman, “Monitoring Desert Locusts in the Middle East,” Middle

Eastern Natural Envirnment.

식량안보와 식량무기화2)

가 식량안보. (food security)

아랍국가들이 중요한 전략적 작물인 밀을 수입하기 시작한 년대와 년대 동안에1960 1970

아랍경제는 그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년대 들어 아랍국가들이 밀 소비수요의 절. 1970



반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설탕 식용유 고기. , ,

와 유제품과 같은 농산물에도 파급되었다 중동지역에서 년대와 년대 들어 식량. 1960 1970

수급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농업개발정책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이제는 아랍국가들이 당면한 주요한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 , ,

에 의해 형성된 과점 형태의 세계곡물시장 특히 밀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식량의( ) , ,寡占

안정적 수급문제는 국제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제 아랍의 식량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탈바꿈하였다는 사실을 의

미한다.

표 중동 주요국의 식량안보지수 스코어< 3-3> (FSI)

국 명
식량원조

스코어

수입 소비/

스코어

소득

스코어

총 FSI

스코어
식량안보수준

이란 5 6 -10 1 높음

이스라엘 5 18 -20 3 높음
요르단 30 19 -5 44 매우 낮음

쿠웨이트 0 20 -20 ‘ 매우 높음
레바논 10 18 -6 22 낮음
팔레스타인 영토 25 18 0 43 매우 낮음

사우디아라비아 0 13 -20 -7 매우 높음
시리아 5 2 -3 4 높음

UAE 0 20 -20 0 매우 높음
예멘 10 15 0 25 낮음

자료: FAOSTAT, PRB & CIA, 2004.

경제발전에 있어 식량잉여분의 안정적 증가는 도시의 성장과정과 산업확장에 꼭 필요하

며 식량의 증가없이 경제발전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자국내 식량자원의 잉여분이 없는 도, .

시 및 산업발전의 확대는 비산유국의 경우 외자도입을 포함한 식량수입이라는 재정적 부담

이라는 중고를 겪게 된다 아랍연맹의 자료에서는 아랍국가들사이에서 관리되는 과학기술2 .

적 자원 토지 물 재정 인간자원의 불균등 배분 등이 연맹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다양한, , , ,

전략적 행동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아랍연맹은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유.

일한 방법으로 대규모 농업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적 자원을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아랍 전

체의 공동사용이 가능한 조치7)도 모색하고 있으며 농업발전의 향상에 목적을 둔 대규모,

농업계획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랍연맹은 이 모든 계획들은 아랍권의 수준을 넘어선.

자원배분이 정치적으로 보장을 받을 경우에만 유효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재결합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아랍연맹이 아랍권

의 결속을 강조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위의책( : 361-362).

표 중동 주요국의 식량안보 국가지수< 3-4>

7) 밀의 부족규모를 적정화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작물로서의 밀 생산에 있어서 점

진적인 증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랍연맹의 는 금세기 세기말까지 만톤에서 만톤을 적정document 20 1,000 1,200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국 명
식량원조 소비중( %) 곡물수입 소비중( %) 소득($)

1992-2002 1992-2002 2002
UAE - 99.8 24030
레바논 2.45 88.9 4600

사우디 - 65.7 12660
시리아 0.41 10.2 3470

예멘 2.85 75.3 800
요르단 10.84 94.3 4180
이란 0.06 30.1 6690

이스라엘 0.01 91.9 19000
쿠웨이트 - 99.6 17780

자료: FAOSTAT, PRB & CIA, 2004.

나 식량의 무기화. (food weapon)

식량은 년 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1948 UN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에서 최초로 권리로 선언되었으며 년 인권에 관한 비엔나회의에서 시민단체 특히’ ‘ 1993 ' ’ ,

최초의 식량정보 및 행동 네트워크가 식량에 대한 특수한 기준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식량무기화의 역사는 펠레포네스 전쟁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사에(Peloponnesian war) .

서 히틀러는 정치적 무기로서 식량을 이용하였다(TIME 미 국, Monday, Mar. 31, 1941).

무장관 헨리 키신저의 년 식량통제학살계획 은 현1974 ‘ (Plan for Food Control Genocide)

대적 식량무기화 시도로 유명하다 오늘날 이 문제는 식량과 식량테러와 같은 정치 경제. ,

및 환경분야에서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년 말 이라크에 대한 년 결의에 의. 2003 (1995 UN

한 석유 식량 프로그램 종결 또한 식량무기화로 간주될 수 있) ‘ - (Oil-for-Food Programme)

다8).

이 같은 인식은 세계농산물시장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과거 차 세계대전. 1, 2

기간 동안 오늘날 선진국인 식민모국 들은 그들의 식민지 국가들로부터 원료와 식( )植民母國

량을 공급 받아왔다 하지만 전시중에 식량은 전략상품화하고 안보적으로 필요한 자원이 되.

었기에 전쟁이 끝난 후 선진국들은 식량자급화를 목표로 농업개발을 서둘게 되었고 오늘, ,

날 대부분 선진국들은 식량자급화 수준을 넘어서 수출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반면 식민지를 경험한 후진국이나 개도국들은 대부분 차산업에 의존하던 농업국가들이1

었기에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전쟁이 끝난 후 공업화 를(industrialization)

경제개발의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의 농산물시장은 선진국들이 수출국으.

로 개도국 내지 후진국들은 수입국으로 전락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

표 주요국의 식량자급율 년< 3-5> OECD (2010 )

8) 식량무기화에 관해서는 Seong Min Hong, 2008, “Food Security and Water Resources in the Middle

East,” The Current Situation and Perspectives of Middle East and Northeast Asia, The 7th AFMA

Symposium in Mongolia, Mongolian Association of Middle East Studies & School of Foreign Service of

참조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Ulaanbaatar Mongolia, September 5-6, 2008, .



국 가 순 위 자급율(%) 국 가 순 위 자급율(%)

호주 1 176 영국 15 92
프랑스 2 164 이태리 17 74
미국 3 150 스페인 21 69

캐나다 4 143 벨기에 27 48
체코 5 133 한국 28 26

폴란드 6 99

자료 농림수산부: , 2011.

중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중동국가들은 과거 석유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농업.

에 의존하던 농업국가들이었으나 제 차 세계대전이후 석유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석유수입, 2 ,

이 증대하자 대부분 차산업인 농업을 무시하고 공업화에 큰 비중을 두게 되었( ) 1石油收入

다 농업은 식량안보와 직접 관련된다는 생각 때문에 현재 사막의 옥토화사업이나 녹색혁명.

과 같은 농업개발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는 있지만 중동의 농업개(Green Revolution)

발은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장애요인 때문에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위의책( :

360-361).

중동의 농업개발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4.

중동의 농업개발1)

가 장애요인.

중동의 농업개발에 실질적 제한이 되는 요인들은 보다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

요인 가운데는 경작에 적합한 토지부족과 생산의 절대적 조건인 기후 즉 불충분한 강우량,

등이 있다 중동의 다른 지역들 특히 카르툼 하단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유역과 수단의. , ,

나일사바나지역 그리고 남부 아열대지역은 대규모 토양복구계획을 통해 광활한 경작지역으,

로의 전이가 가능하다9) 하지만 중동지역의 기후와 토양은 전반적으로 많은 인구를 부양하.

기 위한 농업에는 부적당하다 중동지역의 비슷한 생태학적 제약조건들은 인도의 펀잡지역.

의 경우와 같은 현대적 기술에 의한 일종의 생산성 향상을 제약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식량수입의 이면에는 수십년간 지속돼온 낮은 농업생산성이라는 유

산과 함께 농업부문을 경시해온 공공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동지.

역 노동력의 대부분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민의 대다수는 전통적 방식으로 토지를 경

작하고 있다 농업부문에 대한 낮은 투자 낙후된 기술 생산성 향상에 관한 동기부여의 부. , ,

족 등은 저생산성으로 이어지며 소득증대 적절한 공공투자 서비스 향상을 통한 공공정책, ,

또한 관행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중동지역에 있어서 농업부문의 개혁과 산업간 균형성장.

정책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권력 및 소득의 재분배 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동, .

지역 국가들이 식량문제와 농업부문의 개발을 외면하고 도농간 생활의 질적 차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계속 증가하는 기아문제와 전세계적인 식량자원의 위기상황에 봉착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치 경제적 안정에 있어서도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

중동에서의 식량문제와 농업정책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된 제약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특징을 갖고 있다 레바논과 터키에서의 당파적 분쟁 이란 이라크간의 전쟁 소련 및 미국. , - ,

9) 레반트 지역의 해안이나 이집트의 나일계곡 및 델라 이란과 터키의 카스피해 흑해 및 파키스탄의 인더스강, ,

연안은 항상 적절한 수자원 을 가지고 있다(water resources) .



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계속되는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분쟁 등은 식량생산과 공급문제 및,

농업개발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키는 사건들이다 홍성민( , 1991: 359-360).

농업개발에 대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입장에서 보면 중동의 정치문화 정치제도, , ,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 등이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실천방안을 결정하는 데 보다 큰 영향력

을 미치고 있다 흔히 외형상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술적 선택들이 실제로는 정치적 가치와.

우선순위에는 부적절한 정책수단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계획입안에 대한 사회적 저항도.

정치적 갈등 혼동 비효율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농업개발과, , .

관련된 물가안정 투자지원 균형수출입정책과 공공투자 정책들이 있지만 이들의 정책결정, ,

은 농부들의 경작물 선택 자본투자와 노동생산성에 대한 동기부여 등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중동의 농업개발에 대한 장애요인은 환경적 물리적 측면이라기보다는. ,

정치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나 성장잠재력.

중동국가들은 경제개발의 기로 에 서 있기 때문에 농업개발에 대해 세심하게 연구분( )岐路 ․
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형화된 개발모형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

기에 집약도나 산출량에 있어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보다 진보적인 경영기법이 마련되어

야 한다 중동아랍지역에 있어서 약 억 헥타의 토지가운데 억 헥타는 경제적으로 잠재력. 10 4

이 있고 억 천 헥타 정도의 토지는 기타 목초지와 함께 곡물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1 4

지고 있다 하지만 년대 기간 동안 아랍국가들에 있어서는 단지 천만 헥타의 토지만. 1970 5

이 경작되었고 이 가운데 이하만이 관개시설이 확충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중동의1/5 .

토지가 심한 가뭄과 미경작 등으로 사막화 현상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decertification)

이미 농업생산은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 심지어 이 지역의 개발된 농업지역에서 조차도.

배수관리나 부족한 물의 관리문제로 곡물산출량이 감소해왔고 한번 사용한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남고 있다.

다양한 개발경험만이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좋은 경험적 토대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정치적 선택에 부가하여 역사적인 경험은 개발단계와 관련을 맺고 있다 다시. .

말하며 농작물의 임상실험 국제관계 물질과 인간자원 국가의 규모 자원의 다양성 문화적, , , , ,

가치관의 특성 역사적 기원고하 특성 등을 포함한 상호연관성은 농업개발에 좋은 기초자료,

가 된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볼 때 중동의 농업개발에 있어서 식량생산의 확대와 급속한.

발전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와인바움 은. (M. G. Weinbaum)

중동 개국에 대하여 산출량 집약도 및 노동효용성을 추정하여 효율적인 생산요소와 수자16 ,

원 및 토양에 기반을 둔 장래의 농업발전에 대한 잠재력을 그림 과 같이 분류하고, 4-1「 」

있다(Marvin G. Weinbaum; 10)10).

그림 중동지역의 국가별 농업생산성과 개발잠재력 분류[ 4-1]

10) 중동의 농업개발 잠재력에 관해서는 홍성민 중동경제론 서울 명지출판사 쪽 참조, , 1991, , ( : ), 364-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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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p.11.

걸프만의 산유부국들의 석유산업은 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 농업과 어업의 비중을GDP

크게 감소시켜 왔다 이러한 현상은 중동에서의 농업을 근대화하기 위한 절실한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산유부국들은 대규모 석유의 매장량뿐만 아니라 기타 비.

석유자원을 소유한 까닭에 농업개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만의 농업정책에.

의해 경험한 정체현상은 실질적인 비석유자원의 잠재적인 소득원을 황폐화시켰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카타르는 농업부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아무튼 식량안보를 위한 장기적 구상은 모든 차원 즉 교육 보건 및 생활양식과 같은 분, ,

야에 있어서 농촌개발이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중동에서의 장기투자는 농업부문을.

개발하고 근대화하는 분야에 최우선 투자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중동지역의 농업은 석유이상의 경제적 잠재력을 갖는 분야이다 문제는 그 개발정도.

이며 그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새로운 투자부문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다, .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한계2)

가 해결을 위한 노력.

중동아프리카국가들 은 거대한 식량 순수입국이며 식량수요의 를 수입으로 충당(MENA) , 50%

하기에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식량은 국제사회의 분쟁과정에.

서 무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쿠웨이트는 러시아가 에너지처럼 곡물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며. ,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충분한 식량을 공급



세기 농업은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환경유지를 위한 초석이다 토지자원은 인구증가에 대21 , .

한 식량공급 및 섬유질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세계 빈곤층의 가 농촌에 거. 75%

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메마른 토지의 개발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함께 토지침식의 증가는 토지자원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대한 위,

협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다른 도전에는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생산의 수요증대 낮은. (1) , (2)

생산성 지방인구의 취약성 식량에서 바이오생산으로의 토지용도 변경 에너지비용, (3) , (4) , (5)

의 증가 수자원의 부족 세계화 및 시장자유화의 영향 가난한 통치와 지속적 전략의, (6) , (7) (8)

부재 숙련된 인간자원의 부족과 연구능력의 부족 강제이주의 증가 농촌주민의 이(9) , (10) , (11)

동 등이 포함된다.

지표면적의 이상이 건조지이거나 반건조지인 모로코의 경우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세계78%

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가운데 한곳이다 농업생산에 적합한 총면적의 비율이 현재의 에서. 12%

세기말에는 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모로코 정부는 그린모로코계획21 8% . ‘ (Green

을 수립하여 메마른 지역에서도 보다 양질의 식량생산을 위한 새로운 농Morocco Plan; GMP)

업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ICARDA, 2010: 8-12).

나 한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상황의 악화. :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에 있어서 인구 경제성장 및 경작지 관리는 기후변화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동에서의 물 부족 상황은 잠재적인 물 전쟁. (water

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식량무기화와 관련하여 수자원관리는 지역분쟁을 부추길 가war) ,

능성이 있어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자원 안보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

향은 보다 광범위한 수자원개발과 분쟁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년 월 은 웹사이트를 통해 기후변화가 물 부족에 영향을 미친다 고 경고하였다2008 3 UN “ .” .

는 기후변화는 농산물 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중동지역에서 이 지역의 빈곤을 위협하FAO “

는 물 부족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을 것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을 경고하였다 동” .

보고서는 희소자원에 대한 분쟁위험이 높아졌음을 경고하면서 온도가 약간만 더 상승하면 추가

적으로 억명의 사람들이 더 많은 물 부족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1.5-6

(Jon Martin Trondalen, 2009: 3).

경제적 사회적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문제에 있어서 정권과 체제에 관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매우 파괴적일 것이다 와. SIDA International Alert (Smith and

의 최근 연구는 특히 정치적 소요 경제적 취약성 식량불안정 및 대규모Vivekananda, 2008) , ,

인구이동 등과 관련한 분쟁과 불안정 위험을 언급하고 있다 현재 개국에서 억명은 매우. 46 27

높은 분쟁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다른 약 억 인구 개국은 이미 가시화된. ( 12 ) 56

커다란 도전인 기후변화의 압박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 잠재적 물 부족. ,

불안정성 및 기후변화 관계를 고려한 분쟁지역은 아래와 같이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분쟁가능 지역 중동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동아프리카: , , ,①

신흥 분쟁 및 불안정지역 서부 및 남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 ,②

기후변화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통적인 분쟁패턴도 특수한 지,

역에서는 크게 변할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협력과 공생이 가능하겠지만 특수한 지역에서는. ,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분쟁의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기후변화는 현재의 물 취약성과 함께 중.

동 및 중앙아시아와 같이 이미 분쟁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대내외적 물 관리의 안보상황에

잠재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변화는 요르단강 유역의 상부지역처럼 매우 민감.

한 지역에서 수자원 상황은 연쇄상황 을 야기할 것이다 유프라테스 티그리(linkage-situation) . -



스강 또한 터키 시리아 및 이라크의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에너지와 농업적 의미 때문에 분쟁, , , ,

지역으로 남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극심한 홍수를 수반하는 폭풍우가 증가하였다 지난 년 동안 동굴. 7000

학의 기록과 로마시대이래 약 까지 감소했던 마사다 의 습기가 보여준 것처럼 이17% (Masada) ,

스라엘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건조의 영향 때문에 미래에는 더욱 메마를 뿐만 아니라 습한 기

후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요르단 상류지역의 수자원이용에 관한 분쟁을 예고.

하고 있다.

지도 티베리아스[ 4-1] (Tiberias) 호수 유역 황색선 요르단 강 상류유역 녹색선 및( ), ( )

레바논 이스라엘 간 휴전선 자홍색선- ( )

자료: Trondalen, 2008.

주 과 를 따라 그어진 년 이전 경계선은 표시되지 않았음: JR LB 1976 .

키토 의 연구에 따르면 금세기 말까지 비옥한 초승달지역 은(Kitoh, 2008) , (Fertile Crescent)

현재의 모습을 상실할 것이며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한다 요르단 강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

프라테스 강의 연간 방출량은 작게는 에서 크게는 까지 감소할 것이다 다른 연구그룹29% 73% .

인 조르겐센과 알 티키리티 의 의 사막화 연구에 따르- (Jorgensen and al-Tikiriti, 2003) UAE

면 유정 의 깊이 증가와 감소하는 지하수 수준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 지하수 수준, ( ) .油井

의 감소 경향은 기후변화인 건조의 확대현상과 관련이 있다11) 기후변화와 함께 중동지역에서.

동시적인 다른 기후변화의 특징은 대기중의 의 증가이다CO2 .

지중해의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날의 년만의 가뭄은 향후 번 이상 빈번하게 발생할 것100 10

이지만 북아프리카에서의 이 현상은 보다 감소할 것이다 하들리센터 의, . (UK Hadlley Centre)

세계기후모델 에 따르면(Global Climate Model) (Jon Martin Trondalen, 2009: 9-10), 2050

년까지 건조기 월 월 에 북아프리카 및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시리아 요르단 및 이(4 -9 ) , , , ,

스라엘 일부 지역에서 현재 평균치 보다 낮은 의 강수량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강수량20-25% .

의 감소는 이 지역에서 의 기온상승을 수반할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남지중해2 -2.75 °C .

와 중동의 해안지대 기온은 약 상승할 것이다 해안지역에서 겨울기온 또한 평균1.5 °C . 1.5 °C

11) 연간 재생가능한 수자원의 비율로 년 추계한 물채굴지수 는 튀니지 이집2000 ' (water exploitation index)' 83%,

트 이스라엘 가자 및리비아 이다92%, 140%, 169% 644% .



상승하겠지만 내륙지역에서는 까지 상승할 것이다, 1.75-2.5 °C .

한편 중동 및 요르단 상류 집수장에서의 물이용에 관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쿤스트만

의 조사(Kunstmann, 2007) 12)에 의하면 연평균 온도는 상승하며 요르단 집수장 상류, 4.5 °C ,

의 산악지대에서 연평균 강수량은 감소할 것이다 요르단 집수장 출구의 총 수량 은25% . ( )水量

까지 감소가 예견되기에 지하수 재보충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한다23% .

세계은행 는 광범위한 개발입장을 취하며 농업이 중동지역에서 생계에(World Bank, 2006)

의존하는 높은 빈곤계층으로 형성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중동 전역을.

통하여 농업부문 경제활동노동력은 이다 그러나 시리아 같은 일부 국가에서 농업부문에88% .

종사하는 경제활동인구는 년 에서 년 로 감소하였다 비록 에서 차1970 31.6% 2006 19.6% . GDP

지하는 비중이 낮기는 하지만13) 농업은 여전히 시리아 같은 중동지역 국가들의 개발을 위해 중,

요하다(ibid.: 12-13).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영향과 물 부족 현상의 증대를 경험함으로써 물을 농업에서 공MENA

업과 도시이용에 할당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부문내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문제에 봉착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튀니지 모로코 및 요르단 같은 일부 국가들은 물의 재분. , ,

배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지도 요르단강 유프라테스 및 티그리스강 및 아라비아반도 유역의 수자원[ 4-2] ,

자료: SIWI, 2009, Water resources in the Middle East.

중동지역에서 물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은 크게 지역 유프라테(water war) 4 -①

12) 본 연구는 년 기간 동안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년 기간 동안의 결과를 예측한 것이다1961-1990 2070-2099

(Jon Martin Trondalen, 2009: 11).

13) 중동지역에서는 비교적 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시리아에서 조차도 농업은 단지 기여도를 보이고 있으GDP 24%

며 요르단에서는 기여도는단지 에불과하다, GDP 2% .



스 및 티그리스강 유역 요르단강 유역 나일강 유역 아라비아반도 지역 으로 나눌, , , -② ③ ④

수 있다 중동에서 수자원 문제의 해결은 지역적 협력과 국제적 협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

다14) 하지만 이러한 협력과 협정은 강기슭에 위치한 국가들간에 정치적 논쟁을 피하기 위한.

공식적인 법 기구에 의존한다. 물 문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부재한 상태이기에 이에 관한 국제

법은 관습법의 테두리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15).

거시경제적 견지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에 대한 농업생산의 상대적 기여가 낮기 때문에GDP

직접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영향은 총활동.

노동자의 가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시리아의 경우에는 심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스라20% .

엘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지만 계절보다 앞선 농산품을 국제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생산이 가능하기에 완만한 기온상승은 오히려 장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물에.

대한 권리확보와 무역협정이 기후변화에 순응하는 농부들을 돕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

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아무튼 기후변화는 중동지역에서 물의 이용뿐만 아니라 물 소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기 동안 중동지역은 평균기온이 상승했으며 견디기 힘든 여름더위가 있었다 향20 1.5-4 °C , .

후 년 동안 차례 이상 가뭄이 예견되며 기온은 상승하며 강수량은 감소할100 10 , 4-6 °C , 15%

전망이다 중동지역에서 이용가능 한 물은 감소할 것이며 농업적인 물 수요는 증대할. 15% , 6%

것이다16).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분석해 볼 때 중동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물 부족현상을 증가시

킬 것으로 기대된다17) 중동에서 수자원은 인구증가 토지관리 및 기후변화의 결과로 감소할 것. ,

이기에 모든 국가들은 물의 소비를 줄이고 현존 자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

다 관개를 위한 수자원부족과 같은 구조적 변화는 하나의 옵션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노력은. ,

새로운 형태의 물 분쟁으로 확산되어 국제화할 가능성이 짙다.

맺음말 해결 및 확보방안5. :

중동의 높은 식량수요의 배경에 잠재된 높은 인구성장률이나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과 같

은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중동의 식량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년대 이후 이 지역에서의 식량부족은 계속 심화되었다 아랍 국가들은 이러한 점을 고1980 .

려하여 아랍식량안보전략 을 구상하게 되었으며 이는‘ (Strategy for Arab Food Security)’ ,

이 지역내의 주민에 대해서 민족적 혹은 범민족적 차원의 식량안보를 달성하려는 농업생산

의 개발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에 아랍식량안보전략문제는 단순한 생산적 차원뿐만.

아니라 소비적 차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년대의 기간 동안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은 물 부족과 가뭄 전근대적인 경작방법과1970 ,

부적절한 신용문제로 인해 심각한 농업개발문제에 직면하였다 변화의 정도는 시간이 흐름.

14) 물 분쟁과 잠재적인 물 전쟁 에 관해서는‘ (water war)' , Seong Min Hong, 2004, "Water Resources in the
Middle East: Conflict and Management," Korean Journal of the Middle East Studies, No. 25-2,

참조pp.87-100 .

15) 수자원에 관한 국제법 및 협약에 관해서는 홍성민 위의책 및, , , 100-106 Raed Mounir Fathallah, 1996,

“Water Disputes in The Middle East: An International Law Analysis of The Israel jordan Peace Accord,” J.
Land Use & Envtl. L., 쪽참조Vol. 12:1, Fall 1996, 137-152 .

16) 요르단 강의유입량은향후 사이에서감소할것이라는전망치는이를뒷받침해주고있다23-73% .

17)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및팔레스타인자치지역 에서물위기 는지난 년 동안 빈번, , , (PA) (water crisis) 20

하게증가하였다 년여름 요르단 시리아및 는 년이후세차례의물위기로대치하였다. 2008 , , PA 1990 .



에 따라 토지소유제도와 다른 구조적인 개혁을 변화시키는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왔

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투자는 특히 비교열위산업인 농업부문과 같은 부문의 장기투자에 영.

향을 미친다 정부정책과 일치하는 부문별 우선순위는 정치적인 결정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

식량안보를 위한 장기계획 또한 모든 차원 즉 교육 보건 주택 및 생활양식과 같은 분야에, , ,

관한 농촌개발패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동에서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개발이 우선적으로 돼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동지역에서 농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요, ,

약하면 아래와 같다 농업개발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농촌지역에의 투자: (1) , (2) , (3)

투자를 포함하는 신기술의 도입 및 개발 전통적인 생산방법의 근대화 인간자R&D , (4) , (5)

원의 교육 및 훈련 토지개혁 및 토지소유제도의 수정 농촌지역에서의 주거 건강, (6) , (7) ,

및 환경의 개선 농부들의 전통적인 습관 및 사고의 변화 등이다, (8) .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중동에서의 농업개발 특히 식량자원의 확보에 커다란 의,

미가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높은 인구증가율 낮은 농업생산성 기(1) , 2) , 3)

후변화 및 수자원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각 국다마다 다른 경제개발전략은 농업.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세기 들어와 지속적인 곡물가격의 상승은 중동의 식량안보에, 21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 식량부족의 확보방안은 이제 단순한 중동지역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이는 중동의 농업개발이 식량위기와 맞물려있는 기후변화와 함.

께 수자원관리라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원조나 보조금정책이 큰 효과가.

없음은 이미 입증된 사례다 따라서 중동의 식량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동국가들 자체.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협력하고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 아래 그림 참조 만일 이 지( ).

역에서 수자원의 적절한 배분에 관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물 전쟁, (water

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war) .

중동의 산유국들은 식량안보를 위해 해외의 농지를 대규모로 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사회 특히 단체들은 부유한 산유국들이 식량부족국가들인 아프리카에서 농지를 사재, NGO



기한다는 비난을 하고 있어 중동국가들이 식량안보를 헤쳐 나가는 방안에도 한계를 갖고 있

다.

한국의 중동진출과 관련하여 아직은 미개척분야인 중동의 농업부문에의 투자 및 진출을

고려해 볼 시점이다 한국전쟁 당시 황폐화되었던 국토를 복원하기 위해 년대부터 시. 1970

작된 한국의 삼림녹화사업은 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녹화사업으로 인정받고 있UN

다 여기에 농촌을 개조하기 위한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과 중동에서 건설부문에서의 노하. ‘ ’

우와 근면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경쟁력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풍.

부한 경험과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자본투자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중동의 식량문제해,

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해외 식량기지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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