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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밥상! 행복한 세상! 국산밀이 만들어 갑니다!

정부는 국산밀 자급률 9.9% 목표,
목표,
정책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합니다.
1. 정부는 국산밀 자급률 목표를 2022년도 9.9%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파종시기에 맞추어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자급률 제고는 불가능
합니다.
우리 국민은 1년에 쌀을 62kg, 밀을 32kg 먹습니다. 하루 두끼는 쌀이고
한끼는 밀입니다. 국산밀의 자급률이 1%이므로 전 국민이 한끼는 99%의
수입밀과 1%의 국산밀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산한 밀의 판로가 불확실한 현실에서 생산자는 밀을 생산할
의지가 극도로 떨어져 수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생산의
자급률이 유지 보장 됩니다. 지난 몇 해의 밀 풍작으로 전국 잉여량이
18,000톤이나 됩니다. 국산밀산업협회의 수매회원사들인 ㈜우리밀, 한국
우리밀농협(전남광주 소재), 아이쿱생협, ㈜밀다원은 소비처가 100% 확보
되지 못한 규모임에도 그동안 생산자들의 초과 생산량을 수매하여 왔습
니다. 이중 2017년 생산량 일부는 수매회원사의 경영사정으로 생산자들
에게 밀 값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재고 잉여물량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19년산 밀 수매량을 현지의
생산자들과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매회원사들은 수매할 자금의 여력과
안정적 소비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므로 정부는 시급한 18,000톤의 잉여물량 대책을 금년 가을 국산밀
파종시기전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파종시기를 놓쳐버리게
되고 2019년산 생산량은 올해의 절반이하로 급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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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9.9% 자급률 달성은 지금 생산량의 20배가 넘는 분량입니다.
현재의 정부 정책 상태로는 가능성이 희박한 목표입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기에 시기적 정책적 어려움이 있다면, 2017년산
잉여물량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라도 보이기를 주장합니다. 정부를 믿고
수매회원사들과 생산자회원들은 2019년산 밀 수매량을 계약할 것이며,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자급률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기 때문
입니다.
3. 국산밀의 안정적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의 공공의 비축은 꼭 실시
되어야 합니다. 2019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농협이 수매주체를
담당해야 합니다.
자급률은 국가의 안보와 자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산밀 자급률 9.9%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확고한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국산밀의 공공비축제도, 정부예산반영, 수매 주체는
농협이 담당하는 시급한 사안을 우선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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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산밀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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