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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쌀 품종개발 등으로
2020년 쌀 자급자족 달성 위한 노력 강화1)
<< AMIS 4월호 주요 곡물 정책 동향 >>

AMIS 곡물 정책 동향
➲밀
▸ 3월 9일 이집트는 밀 조달가격을 알데브(150kg)당 450파운드(톤당 17.06달러)에서 알데브당 555-575파운드
(톤당 21.05-21.81달러)로 인상함
• 조달시기는 2017.4.15일부터 7.15일이며, 160억파운드(9억1,016만달러)를 밀 400만톤 조달비용에 할당함
▸ 3월 22일 이집트는 2017년 11월까지 수입산 밀의 허용 가능한 수분함량을 13%에서 13.5%로 확대키로함
▸ 3월 16일 나이지리아 카노주(Kano State) 주지사는 밀 재배 농민을 위해 무이자 융자금 5,000만나이라(16만
3,677달러)를 승인함
▸ 3월 30일 러시아 농업부는 2017/18 유통연도(7/6월) 밀 개입가격 인하를 제안함
• 반독점 규제기관 승인 시, 밀 개입가격의 경우 1등급은 톤당 1만2,500루블(USD 216.26), 2등급은 1만
1,500루블(198.96달러), 3등급은 1만300루블(178.20달러), 4등급은 9,000루블(155.70달러), 5등급은
7,600루블(131.48달러)로 결정될 예정
▸ 3월 3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밀 수입관세를 톤당 1,591랜드에서 1,190랜드로 인하함

➲ 옥수수
▸ 3월 15일 브라질 농업부는 마토그로소(Mato Grosso) 옥수수 공공재고 중 3만3,700톤을 2017년 4월 육류
생산자의 이익제고를 위해 장외판매(Over-the Counter Sales)프로그램에 이용하는 화물계약을 체결함
▸ 3월 21일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옥수수를 식부키로 한 생산자에 대해 옥수수 종자 및 양호한 품질의 보조금 비
료를 제공키로 함
• 동 프로그램을 통해 2017년말까지 식부면적의 100만ha가 옥수수 재배용으로 할당될 예정임
▸ 3월 30일 러시아 농업부는 2017/18 유통연도(7/6월) 중 7월 3등급 옥수수 개입가격 조정을 제안함
• 반독점 규제기관 승인시, 옥수수 개입가격은 톤당 7,900루블(136.67달러)로 결정될 예정
1) 이 자료는 FAO AMIS(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 사무국이 발간한 “Market Monitor, No. 47 – April 2017”의 주요 곡물 정책 동향 부분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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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 3월 3일 브라질 농업부에 따르면, 쌀 수출업자는 EU 시장에서의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 브라질 중앙은행이 발급한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3월 13일 멕시코는 WTO에 아르헨티나산 수입쌀에 대한 신규 검역조건을 통보함
▸ 3월 14일 필리핀 농업부는 2020 쌀 자급자족 목표 달성을 위한 하이브리드 쌀 품종 개발 확대, 신용 및 마케팅에 대한
접근성 확대, 대규모 수확 후 처리시설 제공을 발표함
▸ 3월 23일 태국 정부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축미 665만톤 중 366만톤을 사료용으로 입찰판매함

➲ 바이오연료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EU 집행위원회에 2020년까지 팜유를 바이오디젤 연료에서 제외시킬 것을 권고함
• 보고서에 따르면, 팜유가 함유된 바이오디젤은 일반 디젤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이 더 많으며 산림파괴를 야기함
▸ 3월 2일 미국은 수송용 연료에 에탄올 함유량을 10%로 제한,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 생산량은 현 수준으로 유지
키로함
▸ 3월 21일 인도가 자국내 미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부문 활동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WTO 분쟁 패널이 수립됨
• 인도는 미국이 자국 태양광 프로젝트에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했다며 미국을 WTO에 제소한 바 있음

➲ 기타
▸ 3월 15일 터키는 러시아산 밀, 옥수수, 가공용 식물성유지에 대해 130% 종과세를 부과키로 함
• 러시아는 기존 무관세 혜택을 받던 국가 중 하나임
▸ 연료비 및 전기료 상승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2017년 여름 화물운송 관세를 인상할 계획임
• 우크라이나 곡물협회에 따르면, 곡물 운송비는 지난 3년간 88% 증가함
▸ 3월 13일 미국은 농업식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자원에 대한 회원국간 논의 및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글
로벌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에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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