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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율 513% 적용

김호철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정부는 WTO 농업협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

하고, 모든 농산물에 대해 단순평균기준 선진국

부터 쌀 수입을 관세화하였다. ‘쌀 관세화’는 기준

은 6년간 36% 감축(품목 최소감축률 15%), 개도

년도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국은 10년간 24% 감축(품목 최소감축률 10%) 의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무를 적용하였다. 또한 기준년도 중 수입량이 국

수입물량 제한 등 관세 이외의 국내시장 보호수단

내 소비량의 3% 미만인 품목은 최소한 국내 소비

을 관세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는 우리

량의 3%를 보장하고 이를 이행기간 중 5%까지 증

나라 쌀 특별대우의 변화과정과 앞으로의 절차를

량하는 최소시장접근(MMA) 의무를 두었다.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 농업과 농촌에서 차지하
는 비중과 그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WTO의 관

UR 협상결과와 관세화 유예

세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대우를 인정받았
다.2) 그 결과, 관세화 의무를 10년간 유예하고, 최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소시장접근(MMA)은 이행초년도에 1%에서 시작

에서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비관세장벽을 관세제

하여 5년차 2%, 6년차 2%에서 시작하여 최종년도

도로 전환하는 관세화 원칙에 합의했다.1) 수입이

에 4%까지 증량하기로 하였다. 쌀 관세화 유예 연

제한되어온 품목의 경우에는 기준년도(1986~88
년)의 국내외 가격차(관세상당치)를 관세로 산정
1) WTO 농업협정 제4조(시장접근) 제2항: 회원국은 제5조와 부속서 5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관세로 전환하도록 요구된 어떠
한 종류의 조치도 유지 또는 이용하거나 동 조치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2) WTO 농업협정 부속서5(제4조 제2항과 관련한 특별대우) 제2절 제7항: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또한 어느 개발도상회원국의 전통적 식생활에 있
어 가장 중요한 주식이면서 그리고 제1항 가호로부터 제1항 라호까지
에 명시된 관련품목에 적용되는 조건에 추가하여 아래 조건에 합치하
는 1차농산물에 대하여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와 동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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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여부는 10년차에 재협상하는 것으로 하였다.3)

2004년 쌀 협상은 GATT 제28조와 관련된 ‘관세양

이에 따라, 우리나라 양허표는 쌀 관련 16개 세번

허표의 수정 및 정정절차(BISD 27S/26, 1980.3.26)’

에 농업협정 부속서5 특별대우를 적용하여 Sec-

를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4.1.21

tion 1-B 관세할당 의무만 기재하였다.

협상 개시의사를 통보하였고, 4.21까지 미국, 중
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트, 캐나다 등 9개국이 협상참여 의사를 통보하였
다. 정부는 이들 9개국과 양자협상을 거쳐 합의를

UR협상에서 결정된 유예기간이 2004년말 만료

도출하고, 2004.12.30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

됨에 따라, 정부는 2004년초 10년 추가 연장을 위

검증을 위해 WTO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양자협

한 후속협상을 개시하였다. WTO 농업협정은 관

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인도와 중국이 유보 입장을

세화 유예 연장 협상이 2004년 중 완료되어야 하

표명하였으나, 추가 협의를 통해 유보철회 서한

며, 협상 상대국에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보’

을 통보받았으며, 2005.4.13 WTO 사무국은 이의

4)

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택

제기 국가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식 인증본을 회람

할 수 있는 대안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거나 관

하였다. 정부는 쌀 협상 결과에 대해 2005.6.7 국

세화로 전환하는 것이었으며, 관세화 유예가 국

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였으며, 11.23 국회를 통

내외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사전에 설정된 의무

과하여 12.5 WTO 사무국에 쌀 양허표 수정안 인

수입물량만 국내에 유입되므로 그 이상의 수입을

증에 대해 수락 통보하였다.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선호되었다. 우

2005년 발효된 우리나라 쌀 양허표 개정사항

리나라 주식인 자포니카 쌀을 수출하는 나라가 미

(Schedule LX, WT/LET/492)은 다음과 같다. 첫

국, 중국, 호주 등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작은 수

째, 쌀에 대한 관세화 의무 유예를 2014년까지 추

급 불안요인은 세계시장에 쉽게 전이되어 국제가

가로 10년간 연장하였다.6) 둘째, 저율관세(5%)로

격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5)

수입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은 2004년 20
만, 5,228톤에서 2014년 40만 8,700톤까지 단계적

3) WTO 농업협정 부속서5(제4조 제2항과 관련한 특별대우) 제2절 제8항:
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제10차년도가 종료된 이후 제7항에 명시된 특
별대우의 계속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에 관한 협상은 이행기간 개시이
후 제10차년도 그 해의 시간범위 내에 개시되고 종결된다.
4) WTO 농업협정 부속서5(제4조 제2항과 관련한 특별대우) 제2절 제9항:
제8항에 언급된 협상의 결과 회원국이 특별대우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
록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 회원국은 동 협상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를 부여한다.
5) 일부에서는 DDA 농업협상이 지연되면서 쌀 협상도 농업협상이 완료
되는 시점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농업협상과
쌀 협상은 독립된 사안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WTO 사무국도 쌀 협상 결과에 대한 회원국 검증이 2004년 중에 완료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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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량되는데, 우선 국별쿼터 물량으로 중국,
미국, 태국, 호주 4개국에 20만 5,228톤을 할당하
며, 향후 증가되는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총량쿼
터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대우가 중단
되는 경우에는 국별쿼터 물량을 총량쿼터로 적용
6) 우리나라 쌀 양허표 개정 제2항(쌀에 대한 특별대우의 검토): 쌀에 대한
특별대우는 2014년까지 추가로 10년간 연장된다. 제5년차에 이의 이행
에 관한 다자간 검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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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7) 셋째, 수입쌀의 이용과 관련하여 국내

번만 허용된다. 우리나라는 동 기회를 활용하여

유통경로 접근 보장과 밥쌀용 쌀 수입 비중을 약

10년간 유예 연장을 하였으므로, 농업협정에 근

8)

속하였다.

거한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필리핀 쌀 사례에
서 보듯이, WTO 설립협정 제9조에 따른 의무면

쌀 관세화 결정

제 확보가 유일한 관세화 유예 방법이며, 의무면
제를 확보하지 않는 한 WTO 농업협정에 따른 쌀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기간이 2014년말 종료됨

관세화 이행이 불가피하다. 일부에서는 WTO 농

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할지, 아

업협정 부속서5 제3항에 쌀 협상이 “농업협정 제

니면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관세화를 좀 더 늦출

20조에 규정된 협상의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으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으며, 농업계 의견 수렴을

므로 DDA 타결 시까지 의무수입물량 증량 없이

거치고 전문가·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수 있다는 현상유지론을 주

아래 사항을 감안할 때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

장하였으나, 상기 조항은 선진국이 원용하는 것

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14.7.18 쌀 관세화 방

으로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개도국 조항(제7항-제

침을 발표하였다.

10항)과 다르며, 제3항의 경우에도 특별대우 연장

우선, WTO 농업협정상 관세화 유예 연장은 한

여부에 대한 협상이 이행기간 내에(2000년까지)
종결된다고 함으로써 DDA 협상과는 구분됨을 명

7) 우리나라 쌀 양허표 개정 제3항(최소시장접근물량의 할당):
3.1 현행 최소시장접근 물량 20만5,228톤(정곡 기준)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수입실적에 근거하여 다음 회원국에 할당된다(국별쿼
타) - 중국 11만 6,159톤(정곡 기준), 미국 5만 76톤(정곡 기준), 태국 2만
9,963톤(정곡 기준), 호주 9,030톤(정곡 기준)
3.2 향후 증가되는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따라 운
영된다(총량쿼타). 제한된 물량이 특수한 용도의 쌀에 대한 국내수요를
위하여 할당될 수 있다.
3.3 이행기간 중 특별대우가 중단되는 경우나 이행기간이 완료된 후
에는 상기 국별쿼타 총물량은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른 총량쿼타가 적
용된다.
8) 우리나라 쌀 양허표 개정 제6항(수입쌀의 이용):
6.1 상기 규정에 따라 수입된 쌀이 밥쌀용 및 그 외의 용도로 국내 유통
경로에 접근하는 것이 보장된다.
6.2 밥쌀용으로 한국의 시장에 유통되는 수입쌀(밥쌀용 쌀)의 물량은 이
행기간의 제6년차까지 6년 동안 총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10%보다 적
지 아니한 물량으로부터 30%보다 적지 아니한 물량으로 단계적으로 균
등하게 증가한다. 고품질의 쌀을 포함하여 밥쌀용 쌀은 통상의 유통경
로, 도매상, 유통업자, 그리고 최종수요자에게 접근이 허용된다. 밥쌀용
쌀은 저장기간으로 인하여 밥쌀용 쌀로서의 품질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간 내에 유통된다.
6.3 상기 규정된 밥쌀용 쌀의 이용과는 별도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
의 시장에서 밥쌀용 외의 목적으로 유통되는 수입쌀 물량은 최근의 유
통형태를 반영한다.

시하고 있다. WTO 사무국 및 주요국들도 현상유
지는 WTO 협정상 근거가 없으며 농업협정 규정
에 명백히 반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쌀의 추가적인 수입물량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오히려 유리하다. 그간 국제
쌀값 상승으로 국제 쌀값 대비 국내 쌀값은 2005
년의 4~5배에서 2013년에는 2~3배로 축소되었
고, 향후 국제 곡물가격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
황이므로 고율관세 확보 시 수입물량이 최소화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쌀을 관세화
한 일본과 대만은 높은 관세로 인해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수입량은 연간 500톤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지
난 20년 동안 매년 증가해온 쌀의 의무수입물량
은 국내 쌀 수급에 부담이 되고 있다. 최소시장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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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MMA) 물량은 1988~90년 기준 국내 소비량의

기준관세율은 1986~88년 기준 국내가격과 국제

1% 수준(5.1만톤)에서 2014년 7.96% 수준(40.9만

가격의 차이를 이용하여 산정된 관세상당치(tariff

톤)까지 증량해왔는데, 이는 2013년 기준 국내 소

equivalent)를 의미한다. WTO 농업협정 부속서5

비량(447.5만톤)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9.14%

에 대한 첨부물은 관세상당치 계산 지침을 상세하

에 달하는 수준이다. 관세화 유예 재연장을 시도

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국내

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의 대가 지불이 불

가격으로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9) 쌀 소비량 감소 추세

공사 조사 가격을, 국제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

10)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이는 우리나라 쌀 수급에

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양

심각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그리고 관

허세율은 상기 기준관세율에 UR협상 결과에 따

세화 유예를 재연장해도 그 역시 한시적이며, 일

른 개도국 최소감축률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

정기간 이후에는 결국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

치이다. 관세부과 방식은 국제 쌀 가격이 관세율

무인 관세화를 해야 한다.

계산 기준연도보다 훨씬 높아졌음을 감안하여,
일본·대만의 종량세 방식12)과는 달리, 종가세(ad

쌀 양허표 수정안 WTO 제출

valorem)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쌀에 특별긴급
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수입량이

쌀 관세화 방침 결정 이후, 우리나라는 WTO
농업협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쌀 관세율 513%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관세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을 기재한 양허표 수정안을 2014.9.30 WTO 사무

둘째, Section I-B(관세할당)의 쌀 관련 16개 세

국에 제출하였다. ‘관세양허표 수정 및 정정절차

번에 2014년 의무수입물량인 40만 8,700톤을 관

11)

(L/4962, 1980.3.26)’ 제3항 을 감안, 관세화 시행

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저율관세 수입

일 3개월 이전까지 회람되도록 한 것이다. 쌀 양

을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13) 또한, 2005년

허표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발효된 쌀 양허표 개정사항에 기재된 조항들을 삭

첫째, Section I-A(관세)의 쌀 관련 16개 세번에

제함으로써, 기존 국별쿼터를 최혜국대우 원칙에

WTO 농업협정에 근거하여 기준관세율 571%, 양

기반한 총량쿼터로 전환하였으며, 수입쌀의 이용

허세율 513%, 특별긴급관세 적용을 기재하였다.

과 관련한 국내 유통경로 접근 보장과 밥쌀용 수
입비중 의무도 삭제하였다.

9) 필리핀은 관세화 유예 5년 재연장 대가로 2.3배 증량: (’14) 35만톤 →
(’17) 80.5만톤
10) 1인당 쌀 소비량 : ('80) 132.4kg → ('00) 93.6 → ('10) 72.4 → ('13) 67.2
11) Procedures for Modification and Rectification of Schedules of Tariff
Concessions, Decision of 26 March 1980 (L/4962) para.3: "The draft
[...]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Director-General to all the contracting parties and shall become a Certification provided that no objection
has been raised by a contracting party within three mont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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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본은 341엔/kg(‘13년 수입가격 114엔/kg 기준으로 299% 수준), 대
만은 45NT$/kg(’13년 수입가격 19.55NT$/kg 기준으로 230% 수준)
부과
13) 우리나라 쌀 양허표 개정 제4항(이행기간 중 특별대우의 중단): 4.3 특
별대우가 중단된 이후에 대한민국은 그 시점에서 유효한 최소시장접
근 물량수준을 유지한다.

정

책

금번 양허표 수정안에 따라 수입쌀에 513% 관

과

이

슈

사안이다.

세율을 부과할 경우, 수입쌀 가격이 국내 쌀값

우리나라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미국, 중국,

(2013년 기준 17만 4,871원/80kg)의 2~3배(2013

태국, 호주, 베트남 5개국이 유보서한을 WTO 사

년 가격 기준 관세부과 시 미국산 중립종 38만원,

무국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들 5개국이 유

중국산 단립종 52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를 철회할 때까지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협의

국내 소비자의 선호 등을 고려할 때 특수 목적용

방식이나 시한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다. 일본

쌀이 일부 수입될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실제 수입

의 경우, 호주·우루과이·EU·아르헨티나 4개국

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유보를 표명하였고, WTO 검증에 23개월이 소
요되었다. 대만의 경우, 미국·호주·태국이 유보

쌀 관세화의 원년, WTO 검증 대응과 안정적

를 제기하였고, WTO 검증에 56개월이 걸렸다. 쌀

제도 정착 도모

관세화를 우리가 정한대로 시행해가면서, 이의제
기국과의 양자협의는 서두르지 않고 장기적인 관

정부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

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규정」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쌀 의무

국별쿼터에서 총량쿼터로 전환되는 의무수입

수입물량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 513% 적용과 특

물량에 대해 주요국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별긴급관세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5.1.1

인 운영방안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금

관세화를 시행하였다.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한

년도 TRQ 운영방안은 관세화 이후 제도 설계의

WTO 검증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기초가 될 수 있고, 이의제기 5개국도 자국 쌀의

513% 관세율은 WTO 농업협정에 따라 산출된 것

시장점유율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

이므로, 동 관세율 적용은 국제법상 의무를 적법

큼, WTO 검증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하게 이행하는 것이며 대내외적 효력을 가진다.

으로 보인다.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쌀 관세화 원년인 2015년에는 우리나라 쌀 양

여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허표 수정안에 대한 WTO 검증절차에 효과적으

해야 한다. 그동안 쌀에 대해 정부가 수입 물량을

로 대응하는 한편, 쌀 관세화 시행에 따른 국내 제

제한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 이

도 변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

후에는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된

요하다.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조치는 WTO 농업

다. 이는 WTO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면서 쌀 수입

협정상 관세화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2004

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안이라고 할

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과는 그 내

수 있다. 통상당국으로서,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용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으며, 양보를 통한 타협

수정안이 WTO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보다는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의견조율이 필요한

최대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 0 1 5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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