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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밥상! 행복한 세상! 국산밀이 만들어 갑니다!

식량안보를 위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합니다.
합니다.
‑ 2020년 4월 정기총회 성명서 -

우리밀 자급률을 높여야 합니다. 2019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
열병(ASF)으로 축산기반이 흔들리고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진행 중입니다.
3년 전인 2017년은 닭이 수난을 당한 해입니다. 2017년3월31일 조류독감으로
3,781만 마리(전체 가금류 사육의 30%)의 닭이 살 처분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영국에서 시작된 살충제 계란파동으로 한국에서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
농장 40여 곳이 폐쇄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2020년 4월 13일 오전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798,885명 이며 사망자는 113,100명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은 10,537명의 확진자에 사망자가 217명입니다.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구촌에 4, 5월경 식량난이
온다는 전망입니다. 세계 각국은 식량확보에 곡물 수출금지를 시작하였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각국의 봉쇄로 인해 해운업과 공급망의 악영향
으로 물류분야의 붕괴가 몇 달 안에 현실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유엔식량안보위원회(CFS)는 국경 및 공급 망에서의 붕괴가 식품공급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베트남과 러시아
에서 쌀과 밀 수출금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홍콩은 80% 이상의 쌀을 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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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축산사료로 대두자급률이 20% 미만입니다.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에서 콩을 수입합니다.
아르헨티나가 브라질로 밀 수출 전면 중지를 선언하였습니다. 밀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폭등과 밀 부족 현상으로 내수시장 공급 차질 때문입니다. 브라질의
연간 밀 소비량은 1,050만 톤입니다. 이 중 70%를 수입하며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최대 밀 수출국입니다. 브라질의 보유 밀은 5월 말이면 모두 소진
됩니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에서 수입이 중지되어 캐나다와 미국으로부터
밀을 수입해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산 밀은 운송비가 높아서 브라질의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고 전 세계 밀 가격이 대폭 인상될 것입니다.
주요 밀 수출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도 수출 제한에 나섰습니다.
선진국 농업이 국경 봉쇄로 인한 인력 이동 제한으로 정상적 생산이 차질
받고 있습니다. 선진국 농업 부문은 이민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인력 이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곧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산물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블룸버그).
프랑스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농산물 수확에만 노동자 20만 명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농업에 필요한 해외 노동자로 영국은 7만~8만명, 독일은 30만명이
주로 동유럽에서 들어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외부 지역
근로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일부 국가는
동유럽과의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미국도 일손 부족으로 비상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 주멕시코 미국대사관에서 취업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해
과일·채소를 수확하는 인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곡물 선물시장에서는 밀과 소맥과 원당, 옥수수, 대두 등 모든 식재료 관련
상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지난 30일
거래된 밀 선물 가격은 부셸당 569.5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6일 부셸당
498센트에서 보름 만에 14.4% 급등했습니다. 쌀값은 6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
했습니다. 3월 말 기준 태국산 쌀 수출 가격은 t당 550달러로, 2013년 8월
이후 가장 비쌉니다. 베트남 산 쌀값 역시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t당
4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는 밀가루 제분업자들이 수급안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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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구매를 대폭 늘리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소비자들이 바게트를 비축하고
있습니다(파이낸셜타임스).
마이크왓킨스 영국 닐슨 소매부문 분석 책임자는 공포에 사람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공급망이 교란되고, 각국 정부에서 물자를 비축하는 것이 밀 값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농산물감독청은 지난 3월20일부터 열흘간 모든 종류의 곡물에 대한
수출을 임시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모스크바 유통매장에서 곡물
등 일부 품목이 품귀 현상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31일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쌀 수급을 위해 정부 간 계약을 통해 쌀 30만t을 수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농이 불가능한 기후지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식량
비축에 나섰습니다. UAE 정부는 전략적 식량 비축분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UAE는 고온의 사막 기후인 탓에 식료품 중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사우디 정부도 밀 전략 비축분을 4월에 120만t을 더
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매일경제 4월1일).
우리나라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료용 제외).
(단위 : %)

년도

전체

1960
1980
2000
2017
2018

98.6
69.6
55.6
48.9
46.7

쌀
100.8
95.1
102.9
103.4
97.3

보리
120.1
62.2
49.7
26.0
32.6

밀
35.3
4.8
0.1
1.7
1.2

옥수수
50.0
27.1
3.7
3.3
3.3

콩
92.6
35.1
28.2
22.0
25.4

서류
(감자고구마)
113.3
111.2
110.8
105.3
105.5

비고

참고로 2017년도 식량자급률에 사료용을 포함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년도
2017

전체
23.4

쌀
94.5

보리
24.9

밀

옥수수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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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콩

서류
5.4

95.2

비고

국가적 비상사태와 재난은 일시적인 비상사태와 재난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와 재난은 일회적인 비상사태와 재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비상사태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삭량안보를
유지하려면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밀의 자급률을 높여야 합니다.
국산밀산업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식량안보를 위하여 우리국산밀의 품질을
높이고 자급률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국산밀산업협회 소비‧유통회원사(농업회사법인(주)우리밀, 아이쿱생협사업
연합회,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에스피씨삼립(밀다원), 농업회사법인㈜
네니아, 농업회사법인㈜우리농촌살리기공동네트워크, 농업회사법인㈜초록나무,
㈜새롬식품, (영)정읍명품귀리사업단, ㈜강동오케익), 생산자 단체 29개소
(전남(12) 강진군‧나주시‧무안군‧신안군‧영광군‧영암군‧장성군‧장흥군‧함평군‧해
남군우리밀생산자위원회‧고흥군영농회‧목포농협우리밀작목반, 전북(8) 고창
군우리밀생산자위원회‧김제시참조은밀협동조합‧부안군우리밀영농조합법인‧
(유)농업법인군산우리밀‧익산시보석우리밀영농조합‧정읍우리밀생산자위원회‧
전주우리밀영농조합‧하서농협, 경남(7) 밀양시‧의령군‧합천우리밀생산자위원
회‧사천시우리밀작목회‧진주동부우리밀작목반‧창녕군우리밀생산협의회‧함안
군우리밀영농조합법인, 기타(2) 충남‧광주광역시 우리밀생산자위원회)

2020년 4월 13일

사단법인 국산밀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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