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사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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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 후 용도규정 없어져
농식품부, 미국에 입장 전달…국산쌀 수급상황 개선 기대

정부가 수입쌀을 사료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식품부를 방문한 조나단 코든 미국 농무부 차관보에게 ‘수입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할 계
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몇개월 전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도 동일한 입장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우리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미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적으로도 수입쌀의 사료용 사용 방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22일 열린 통상 분야
오피니언 리더 조찬 간담회에서 “국산쌀 재고 증가 등의 사정으로 국산쌀에 이어 수입쌀도 사료용으로 사용할 것임
을 (관련국에) 통보·협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수입쌀도 사료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본지 2016년 6월3일자 1면 보도). 2월부터 국
내산 쌀(9만9000t)을 사료용으로 공급할 정도로 정부 재고가 심각한데 수입쌀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
이다.
정부가 수입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지난해 관세화 전환으로 외국산 쌀의 용도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즉 수입된 쌀을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수출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농식품부가 진작에 수입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관세화로 전환되기 이전에 수입된 쌀에 대
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쌀 재협상 당시 협정문에 ‘수입쌀에 대해 국내 시장 유통 패턴을 반영해야 한다(recent distribute pattern)’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쉽게 말해 국산쌀과 수입쌀의 유통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산쌀을 사료용으로 사
용하지 않는 이상 수입쌀도 사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쌀 관세율 검증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논란의 소지를 무시하고 수입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
담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2003년 관세화로 전환한 대만도 당초 수입쌀을 사료용이나 식량원조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관세율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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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2년산 국내산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관세화 이전에 도입된 수입쌀(2012~2014년산 등)
도 사료용 사용이 가능해진 것으로 농식품부는 판단하고 있다.
수입쌀이 실제 사료용으로 공급되면 국내 쌀 수급상황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유한 수입쌀
은 약 46만t으로 정부 재고(178만t)의 25%에 달한다. 또한 ‘사람 먹는 쌀을 가축에게 준다’는 정서적인 거부감도 국산
쌀을 사료용으로 이용할 때보다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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