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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구조 개요

❍ UAE 유통의 내수 및 재수출 과정은 총판을 주축으로 이루어지며, 총판이 도매, 유통

업체, 가공 재수출의 핵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총판은 주로 국가별로 유럽계, 인도계, 파키스탄계로 구분됨.

<그림 1> UAE 내에서의 유통구조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UAE 할랄식품시장 진출가이드 

❍ 대형매장의 성장세가 특히 부각되고 있음. 

UAE 인구의 75%가 거주하는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Sharjah)의 소비자들은 대형 

유통매장을 이용하는 비중과 선호도가 높음.

최근 접근이 용이한 소규모 근린지역이나 ‘익스프레스’ 아울렛을 겨냥한 거주 지

역 내 유통업체가 급격히 발달하고 있으며, 기존의 소형매장과는 달리 서구적인 분

위기와 함께 고급 식료품을 제공함.

2013년 4월, 중동의 대표 소매업체 브랜드인 ‘걸프마트(GulfMart)’는 샤르자

(Sharjah)에 1호점 개장을 시작으로 UAE 시장에 진출하였음.

대형 소매업체의 시장잠식으로 전통 소매업체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

세임.

❍ 국내의 유통매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외국계 기업들이 할랄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현지 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의 경쟁 또한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공격적인 점포 수 확대 및 다양한 프로모션을 내놓는 등 

글로벌 외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형 유통업체별 특징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과 각 유통업체의 

특성을 비교, 선별하는 과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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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유통경로 형태였던 대형 쇼핑몰의 출점과 외곽지역의 아울렛 매장 건설 등

이 현재 주요 유통 형태이지만, 다각화 가능성이 보임.

최근 대형 식품유통업체들이 Neighborhood Store와 편의점(Convenient Store)에 눈

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Carrefour는 향후 5년간 해당 입점형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계획임.

UAE의 식품소매시장은 앞으로 서구식 대형 유통업체에 의해 재편될 가능성이 크

며, 식품소매시장에서 대형 유통업체는 다양한 UAE 소비자와의 접점으로서 그 중

요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임.

UAE로 식료품·생활용품 등을 수출할 계획을 가진 한국 업체의 입장에서는 수출하

고자 하는 제품과 각 유통업체의 특징을 비교하여 선별하는 과정이 요구되는 한편,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 긴밀한 관계 구축도 중요한 부분임을 명시해야 할 것임.

또한, 대형 식품소매업체마다 이미지와 포지셔닝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예를 들어, Waitrose와 Spinneys는 가격보다 고품질 제품과 신선제품을 취급함

으로써 고급이미지를 구축함.

가. UAE, 중동지역 유통부문 선두주자

❍ 유통매장 면적기준으로 UAE가 GCC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이름.

UAE의 현대식 쇼핑센터는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등 3대 토후국에 집중되어 있음.

한편,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를 벗어난 지방의 경우, 여전히 재래시장(수크, 

Souk)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그림 2> 두바이 전통시장 수크(souk) 

 

나. 유통단계별 물류 인프라 구축 수준

❍ 지리적으로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UAE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오랜 기간 동안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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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항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두바

이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컨테이너 항구를 보유하고 있음.

두바이의 대표적인 항구로는 Port Rashid와 Jebel Ali가 있으며, 위 두 지역은 UAE

의 성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UAE를 거쳐 중동, 아프리카, 아

시아, 유럽으로 물류를 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Jebel Ali는 UAE가 지정한 자유 무역 지구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항구이며, 급

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20년까지 82개의 정박장과, 125개의 포트사이

드 크레인이 중축될 예정임.

❍ 2008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발발한 이래 중동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항공 부분에 

성장을 보임.

2015년 두바이 국제공항의 연간 이용객 수는 약 8,000만 명으로 2014년에 비해 

10.7% 상승하였고, 전 세계 공항 중 이용객 규모 3위를 차지하였음 (<표 1> 참조).

특히, 외국인 이용객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두바이 국제공항의 연간 이용객 수가 

세계 국제공항 중 1위로 나타남 (<표 2> 참조).

(단위 : 명, %)

순위 

2015

순위 

2014
도시 총 승객 수 2015/2014 변화율

1 1 Atlanta, GA, USA 101,491,106 5.5

2 2 Beijing, China 89,938,628 4.4

3 6 Dubai, UAE 78,014,841 10.7

4 7 Chicago IL, USA 76,949,504 9.8

5 4 Tokyo, Japan 75,573,106 3.8

6 3 London, UK 74,989,795 2.2

7 5 Los Angeles, CA, USA 74,937,004 6.0

8 10 Hong Kong, China 68,283,407 8.2

9 8 Paris, France 65,766,986 3.1

10 9 Dallas/Fort Worth TX, USA 65,512,163 2.6

※ 자료: 국제공항협의회(ACI) 웹사이트(2016년 4월 업데이트)

<표 1> 2015 국제공항 이용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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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순위 2015 도시 총 승객 수 2015/2014 변화율

1 Dubai, UAE 77,453,466 10.7

2 London, UK 69,816,491 2.5

3 Hong Kong, China 65,139,897 8.3

4 Paris, France 60,369,798 3.0

5 Amsterdam, Netherlands 58,245,545 6.0

6 Singapore 54,835,000 2.9

7 Frankfurt, Germany 53,994,154 2.4

8 Incheon, Korea 48,720,319 8.5

9 Bangkok, Thailand 43,251,807 16.3

10 Istanbul, Turkey 42,302,859 11.1

※ 자료: 국제공항협의회(ACI) 웹사이트(2016년 4월 업데이트)

<표 2> 2015 국제공항 이용객(외국인 이용객)(단위: 명, %)

다. 쇼핑센터, 문화·레저 복합 초대형 쇼핑몰로 진화

❍ 1981년 두바이에 건설된 'Al Ghurair City' 쇼핑몰은 UAE의 현대식 쇼핑센터의 효시

로써 현재도 많은 내외국인의 쇼핑 명소로 각광받고 있음.

이후, 1995년 현지 대기업인 Majid Al Futtaim 그룹이 두바이에 Deira City centre를 개

장하고, 이어 샤르자에 Sahara Mall이 문을 열면서 현대식 쇼핑몰 건설이 본격화 됨.

Deira City centre는 Carrefour를 입점시킴으로써 UAE에 처음으로 하이퍼마켓 개념

을 소개하였으며, 이후 쇼핑몰과 하이퍼마켓의 결합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음.

<그림 3> Al Ghurair City centre(좌), Deira City centre(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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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AE 현대적 유통채널

가. 글로벌 대형유통업체의 진출 및 매장 확장

❍ UAE에 처음 진출한 대형 유통업체는 Carrefour(까르푸)로서 로컬기업 MAF와 합작 

형태로 두바이 Deira City centre에 입점함. 

❍ 까르푸 진출 이후, 영국, 독일 등 유럽계 유통업체의 진출이 현지기업과의 합작 형태

로 다수 이루어짐.

❍ UAE의 대표적인 유통기업들은 자국 내 신규매장 추가개설과 더불어 GCC를 비롯한 

레반트, 인도 지역 등으로의 확장 계획을 잇달아 발표함.

기업명 유통업체명 기 진출 국가 확장 계획

EMKE

Group
Lulu 오만, 예맨, 사우디아라비아 등 Ÿ 인도 및 GCC 국가

Majid Al 

Futtaim
Carrefour 오만,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Ÿ 사우디, 레바논 등

Ÿ ‘17까지 20개 매장 오픈 예정

Spinneys Spinneys 이집트, 레바논 Ÿ 아프리카 지역 

<표 3> 대표적 유통기업의 진출 확장계획 

유통형태 특징

백화점

Ÿ 막스앤스펜서, 블루밍데일스 등 소수 업체만 진출

Ÿ 쇼핑몰 운영 업체가 업종별로 전문 품목의 점포를 유치함에 따라 

백화점이 크게 환영받지 못함.

하이퍼마켓/

대형 슈퍼마켓

Ÿ 하이퍼마켓: Carrefour, LuLu Hyper 

Ÿ 대형 슈퍼마켓: Choitram, LuLu Super

중소형 슈퍼마켓/

편의점 체인

Ÿ 중소형 슈퍼마켓: LIFCO, Al Safeer Super

Ÿ 편의점: Emarats Gas Mart 등 

전문점/

프랜차이즈점/

독립점포

Ÿ 전자제품, 의류 및 패션 액세서리, 공구류, 스포츠용품 등을 중심

으로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점

- H&M, GAP, NIKE 등 글로벌 브랜드

- 종합전자전문점 Plug-ins, JUMBO 등

Ÿ 소규모 독립점포: souq

<표 4> 유통형태별 특징 

❍ 2015년 현지 유통업체, LuLu의 주력 상품 및 주요 판매군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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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특징

신선

식품

과일 레몬, 바나나, 사과, 청포도, 키위, 아보카도, 오렌지, 석류, 올리브

육류 소고기, 닭고기, 달걀, 훈제 닭고기

견과류 호두, 아몬드, 캐슈넛

채소류 수박, 양배추, 두류, 토마토, 베리류, 감자, 브로콜리, 양파, 가지

가공

식품

가공식품 구운 코코넛, 시리얼, 참치통조림, 탄두리 치킨

냉동식품 인도식 볶음밥, 치킨 너겟, 닭 가슴살

음료 오렌지주스를 비롯한 각종 과일주스, 탄산음료

유제품 우유, 치즈, 요거트

빵류 크로와상, 식빵, 과일 케이크

간식류 비스킷, 초콜릿, 푸딩, 누텔라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UAE 할랄식품시장 진출가이드

나. 주요 식품 소매유통업체

1) 백화점

❍ 주로 쇼핑몰 내에 입지하며, 프리미엄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판매함.

❍ 외국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며, 여러 프리미엄 가공식품 업체들이 진출해 있어 경

쟁이 치열함.

선물용 또는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여 경쟁력을 높이기도 함.

❍ 대표적인 채널로는 막스앤스펜서, 블루밍데일스 등이 있음.

업체명
주요정보

규모 및 형태 특징

Ÿ 13개 매장(‘14 기준)

Ÿ 백화점

Ÿ 다양한 식품과 식재료를 판매함.

Ÿ 할인행사가 많음.
막스앤스펜서

Ÿ 2개 매장(‘14 기준)

Ÿ 백화점

Ÿ 최고급 백화점으로 프리미엄 가공식

품/식재료 유통을 중심으로 함.
블루밍데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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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슈퍼마켓/하이퍼마켓

❍ 식품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

❍ 두바이, 아부다비 등의 대도시에서 유통이 많이 이루어지며, 대개 에이전트를 통해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공급 받음.

대표적인 채널로는 까르푸, 스피니즈, 웨이트로스 등이 있음.

업체명
주요정보

규모 및 형태 특징

Ÿ 총 51개 매장

Ÿ 하이퍼마켓 21개,

슈퍼마켓 30개

Ÿ 다양한 물품구비 및 다양한 고객층 

보유

Ÿ 낮은 단가로 제공하는 가격정책 추진

Ÿ 대부분 제품에 E-code가 적혀있음.

Ÿ 특정 소비층보다는 mass value 추구까르푸

Ÿ 63개 매장

Ÿ 온라인샵에서 막대한 

규모를 자랑함

Ÿ 백화점,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Ÿ 인도계 EMKE 그룹이 GCC 지역에 세

운 소매 유통체인임.

Ÿ EMKE 계열사를 활용한 대규모 수입

과 도매 유통으로 안정적인 조달 및 

가격 경쟁력을 유지함.루루

Ÿ 8개 매장

Ÿ 슈퍼마켓

Ÿ 로컬푸드와 공정무역 상품을 우선 구

매하는 방식임.

Ÿ PB상품의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함.

Ÿ 프리미엄과 편리함을 결합하여 양질

의 제품을 제공함.

Ÿ 고객설문조사에서 1위로 나타남.웨이트로스

Ÿ 총 52개 매장

(두바이 34개, 아부다

비 12개, 샤르자 2개, 

아즈먼 1개, 라스알카

이마 3개)

Ÿ 유기농 제품에 대한 마케팅에 적극적

이며, 유기농 제품 비율이 높음.

Ÿ 신선하고 고품질의 식품만 취급하여 건

강을 중시하는 고객이 주요 고객층임.
스피니즈

Ÿ 14개 매장

Ÿ 대형 몰에 입점 또는 

단독 하이퍼마켓 

Ÿ 정부출연금으로 설립된 생활협동조합 

형태의 소매 유통체인임.

Ÿ Al Quoz와 Jabel Ali 자유구역에 있는 

현대적 물류시스템을 보유함.

Ÿ 로컬 푸드 판매를 중시함.

Ÿ 멤버십 할인을 제공해 가격 경쟁력과 

고객 유치를 동시에 획득함.유니온 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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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유통매장 입점

❍ UAE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랍인들과 인도인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음.

❍ 아랍인들은 전반적으로 단맛을 좋아하며, 할랄인증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함.

인도인들의 경우, 채식주의자들이 많으며 카레와 같은 매운 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이외에도 UAE 식품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고 및 매장 내 프로모션에 

신경써야함.

❍ 까르푸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을 로컬 에이전트를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구매와 관

련해서는 각 제품별 구매부서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품목별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며, 입점료를 폐지해 다른 

하이퍼마켓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에이전트에 디스카운트를 

요청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