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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곡물 수입 세 부과 한시  단

  유 찬 희*

유럽연합(EU)은 2007년 12월 20일 귀리, 메 , 기장을 제외한 곡물에 해 수입

세 부과를 잠정 으로 단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 다. 이 조치는 2008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EU 집행 원회가 지난 11월 제안한 이 조치는 EU를 비롯

한 세계 곡물 시장의 수 이 유례없이 어려워진 상황에 응하기 한 것이다. 

행 곡물 보호 수 이 과거보다 격하게 낮아졌지만, 특정 곡물에 해서는 수입 

세를 계속 부과하여 왔다.

농업  농 개발 집행 원인 마리안 피셔 보엘은 이번 조치에 해 환 의 뜻을 

나타내며, 수입 세 부과 단 조치로 역외 수입을 활성화시키고 EU 곡물시장의 

압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고 밝혔다. 

2007년 7월 EU의 곡물 총 재고량(민간 부문  정부 비축분 합계)은 1,320만 톤으

로 년에 비해 감소하 다. 이는 2006/07년의 작황이 평년 수 이어서 정부 비축분

이 크게 어들었기 때문이다. 2007년 이상기후로 수확이 크게 감소하여 EU 곡물 

생산량은 2억 5,600만 톤(추정치)에 그쳤다. 이는 2006/07년 수확량과 비교할 때 

1,000만 톤(3.5%) 감소한 수치이다. EU는 작황 부진과 재고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해 2007/08년도 곡물 수입을 년보다 증가시켜야 하는 입장에 놓 다. 이 까지 

통 으로 곡물 순수출국이었던 유럽은 2007/08년 순수입국이 되었다. 

* 한국농 경제연구원 chrhew@krei.re.kr 02-329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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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U-27 곡물 가격 지수 (1995∼2007)

유럽 곡물 가격은 2007년 7월 이후 상승하고 있다. 과 옥수수 재고 감소, 

년 망보다 하된 품질, 정부 비축분 고갈( 재 50만 톤)로 시장 수 이 축된 

결과이다. 

  주: 명목가격 기 , 2000년 가격을 100으로 하여 디 이트한 수치임.
자료: Eurostat

EU는 GATT 약에 따라 모든 곡물에 해 세를 부과하여 왔고, 보리와 ․

 품질의 통 에 해서만 외를 두었다. 상이 되는 곡물에 부과되는 세는 

세계기  가격에 의거하여 책정되었다. 세 수 은 EU가 정하다고 단한 정부

개입 가격에 1.55를 곱한 값과 로테르담 항으로 수입되는 곡물의 CIF 가격 차이만

큼 부과하 다. 

스타용 (durum wheat)과 고품질 연맥(soft wheat), 호 , 소맥에 부과되는 

세는 없다. 옥수수 수입 세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진폭이 크게 증가하여 톤당 

0∼16.21€에 이른다. 쿼터 외의 물량에 해서는 톤당 최  95€의 세가 부과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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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국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곡물
EU27 115.3 119.9 108.7 98.7 98.1 101.2 93.9 101 108.2 90.7 102.7 154.3

EU15 126.4 124.4 111.1 101.6 101.1 101.9 94.7 101.2 102.7 90.3 102.6 150.3

소맥
EU27 107.6 115 107.9 96.8 93.4 108.8 98.5 111.4 115.9 95.1 105 159.1

EU15 138.1 133.6 119.7 108.6 103.7 110.2 100.7 106 110.7 96.8 107.1 157

보리
EU27 119.5 118.8 108.2 96.8 97.8 106 96.2 106.1 107.9 99.6 102.9 157.4

EU15 138.5 129.8 115.1 103.5 104.6 105.6 95.2 102.6 104.4 102.2 104.6 160

옥수수
EU27 93.9 91.9 79.7 77.4 86.9 104.8 101.5 125.6 129.7 98.1 108.4 168.4

EU15 130.4 118 97.3 96 103.6 97.2 100 105 109 93.5 104.3 143.1

산업용
곡물

EU27 101.6 104.8 105.8 106.6 93.3 108.1 106.2 111.4 113.3 105.7 104.2 109.5

EU15 106.7 108.1 107.3 106.7 93.7 107.9 105.4 110.6 108.9 101.5 100.9 106.4

․  품질 소맥과 보리는 독립국가연합으로부터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2003년부터 TRQ를 용하여 왔다. 소맥에는 특정 국가 쿼터(미국 57만 2,000톤, 캐

나다 3만 8,853톤)를 포함하여 연간 298만 9,240톤의 TRQ를 제공하고 있다. 두 국가

의 쿼터를 제외한 237만 8,387톤은 네 부분으로 분할하여 분기별로 제3국가에 배정

한다. TRQ 물량에 해서는 톤당 12€의 수입 세를 부과한다. 보리는 연간 30만 

6,215톤의 TRQ를 제공하고 있으며, 톤당 16€의 수입 세를 부과한다. 효모용 보리

에는 별도로 5만 톤의 쿼터를 배정하며 톤당 8€의 세가 부과된다.

옥수수는 2006년부터 24만 2,074톤까지는 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 물량은 둘

로 분할하여 제 3국가에 배정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수입하는 옥수수와 호

에 해서는 보다 할당 한도 내에서 낮은 세가 부과된다.

표 1  EU 주요 곡물 가격 지수 추이

  주: 1) 명목가격 기 , 2000년 가격을 100으로 하여 디 이트한 수치임.
     2) 곡물은 종자 포함, 소맥은 가축사료용 포함
자료: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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