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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주리 주

 쌀 생산의 역사*

박 미 성

1. 미주리 주 쌀 생산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미주리 주에서 최 로 을 생산한 사람은 서부 Stoddard 카운티

의 Dudley 북쪽의 George Begley Jr. 라는 사람으로서 1910년 는 1911년 처음 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미주리주  생산의 부분은 Butler 와 Ripley 카운

티지역의 새로운 개간지로 이동한 아칸소주  재배 농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잡  리를 한 제 제가 없었고, 일부  해충으로 인한 붉은 ( 미, red rice)이 

나타나는 심각한 피해 때문에, 재배 농민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땅을 개간하 다. 

미주리주의 최   재배업자는 벌목공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재배는 막

바지 겨울까지 이루어졌다. 논(wet fields)에서 쓸 수 있는 형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농부들은 수확시 수작업을 많이 하 다. 1950년부터 1973년까지, 미주리 주 체에 

할당된  경작면 은 3,000ha에서 6,000ha까지 다양했다. 

  은 한때 Marion 카운티, Hannibal 지역 북쪽의 Palmyra Bottoms의 미주리강 북쪽

에서 재배되었다. 소규모의 도정시설에서는 지역소비를 한 이 가공처리되었

다. 팔미라야자(Palmyra)라는  품종이 이 시기에, 이 지역에서 만들어졌다. St. 

Louis 북서쪽, St. Charles 카운티에서 같은 시기에 미주리 강 낮은 땅에서 40 에이커

의 이 재배되었다. 1974년에  경작지 할당정책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미주리 

* 본 내용은 미주리 주 농업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성 연구원이 요약 

정리하였다(mspark@krei.re.kr, 02-3299-4308).

미주리 주의 쌀  

경작지는 경작지 

할당정책이 폐지된 

1974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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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eel 북쪽지역에서는 이 재배되지 않았다. 

그림 1  미주리 쌀 생산면적 연도별 추이

단위: 1,000A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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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주리 주 농업 홈페이지.

  미주리  경작지는 경작지 할당정책이 폐지된 1974년 이후 크게 증가하 다. 

경작지가 크게 증가한데는 미주리 농민들의 로비가 큰 요인이었다. 이후, 미주리 

 경작지는 미주리 주 남동지역에서 5,000 에이커에서 14,000 에이커로 작스럽

게 증가하 다.  가격이 다른 작물에 비해 높았던 과, 정부의 출  지원과 

보증 덕택에 1990년 반 이후부터  생산은 특히나 매력 으로 인식되기 시작하

다. 

   생산을 한 토지  농기구가 개선됨에 따라- 즉, 평지조성, 용량 우물과 

펌 , 형 콤바인(combines), 곡물 건조  장시설 증가  개선- 윤작으로 재배

되는 곡물의 수확량과 경제성이 개선되었다.  생산과 더불어 다양한 련 비즈

니스가 발 하 다. 즉, 정  토지측량  땅고르기(grading), 물과 침식 방지 구조, 

비료  병충해방제, 이들을 활용하기 한 비행기  지상기구, 지역 곡물창고, 농

기구 매  유지보수 비즈니스, 농업회계  이낸스, 상업 마 서비스와 같

은 분야가  경작지 증가와 함께 성장하 다. 

2. 생산 및 마케팅 과정

건조, 마케팅 및 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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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리주에서 재배되는 의 40% 이상이 농장에서 건조되어 장된다. 그로인

해 미주리 농민들은 수확시 시간을 약할 수 있고, 마  기회도 얻게 된다. 

  라이스랜드 푸즈(Riceland Foods)라는 농민 동조합은 미주리 주에서 생산된 부

분의 을 건조, 장, 도정하는 역할을 한다. Poplar Bluff에 치한 라이스랜드 푸

즈 곡물 건조, 장 시설은 1999년과 시설 용량을 두 배로 늘린 결과, 거의 150만 

부셀의 장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시설에서 약 200만 부셀의 을 건조, 장 

 매한다. 라이스랜드는 한 Dudley에 치한 건조, 장 시설과 Caruthersville  

에 치한 작은 규모의 시설도 확장하 다. 다수의 미주리 농민들은 을 

Corning에 있는 라이스랜드의  건조· 장시설로 가져간다. 

  부분의 미주리 주 은 Poplar Bluff 남쪽으로부터 80마일 떨어진 아칸소주 

Jonesboro에 있는 라이스랜드  도정시설에서 도정되는데, 이 곳이 세계에서 가

장 규모가 큰  도정시설로 알려져 있다. 

  1988년, 루이스 드 퓌스 사는 미주리 주의 유일한  도정시설을 뉴마드리드항

구(Port of New Madrid)에 세웠다. 당시, 드 퓌스 사는 미주리 주 남동지역의 토양 

종류를 기반으로 계산한 결과, 미주리  경작지에서 300,000 에이커의 이 재배

될 수 있을 것으로 상하 다. 그 후 2002년 가을, 라이스랜드 푸즈 사가 드 퓌

스 사의  도정시설을 인수하 다. 

  한편, Bernie에 치한 가족승계 기업인 Martin Rice사는 2001년 이후부터 자스민, 

바스마티, 발도, 아보리오와 같은 향미와 기타 특수 을 재배, 도정하기 시작하

다. 

카운티 차원의 쌀 생산 분배 

  Butler 카운티는 지난 20년간 미주리 주에서 재배되는 의 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Butler 카운티는 계속해서 110개  생산 카운티  상  22개 카운티  행정

교구안에 랭크되어 있다. 미주리 경작지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 배분이 차 

Crowley's Ridge 동쪽 카운티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Stoddard 카운티에서 미주리 

의 1/3 가량이 재배된다. New Madrid, Pemiscot, Dunklin 카운티는 다른 어느 카운

티보다 빠르게  경작지를 확장시키고 있다. Ripley 카운티는 지난 몇 년간 4,000 

에이커에 달하는 을 재배하 고, 더 이상 확장할 공간이 없다. Mississippi, Scott, 

Bollinger   Cape Girardeau 카운티에서는 소규모의  경작이 이루어졌다. 

미주리 쌀 연구 및 판촉위원회(Missouri Research and Merchandising 

Council)

  미주리 연구  원회는 1983년에 설립되어 미주리주  농민들을 변

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연구  매 진을 한 자발 인 자조 (check-off 

Butler 카운티는 지

난 20년간 미주리 

주에서 재배되는 

쌀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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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s)를 배분하 다. 이 원회는 각 카운티를 표하는 11명의  재배업자들로 

구성된다. 미주리에서 매되는 1 부셀의   2센트는 미주리  원회를 해 

미주리 농업부가 가져간다. 자조 의 2/3는 국내외  매 진을 한 목 으로 

미국  생산자연합에게 주어지고, 나머지 자조 의 1/3은 연구  매 진 목

으로 주가 사용한다. 

미주리 쌀 관련 연구 

  미주리  연구  원회는 1990년에 미주리  연구  시연농장을 만들

기 해 30에이커를 구매하 으며, 2002년에는 J 고속도로(J Highway)의 Glennonville

에서 동쪽으로 2마일 떨어진 곳에 추가 으로 40 에이커를 구매하 다.  원회

는  연구  시연농장을 리운 하며, 부분의 연구 로젝트의 자 을 조달

하는 역할을 하며, 연구 로젝트의 부분은 미주리 콜롬비아 학 델타 연구기지

와 남동부 미주리 주립 학이 수행한다. 추가 인 연구는 Portageville에 치한 델

타연구센터 Lee Center에서 수행한다. 

  2001년 미주리 주 입법가들은 미주리 주의 새로운  품종 테스트와 개발을 

해 남동부 미주리 주립 학과 미주리  연구  원회에서 일하는  재배

자들에게 자 을 지원했다. 미주리  재배자 사무실은 Malden에 치해있다. 미주

리 콜롬비아 학은 Portageville에 치한 델타 연구기지에서 일할 주 소속  농업

경제학자를 고용하기도 하 다. 

5. 미주리 쌀 생산 동향

쌀 수확량 증가 

  새로운  품종 개량은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경제성을 증가시키는 유일하면서

도 최 의 향 요소 다. 개선된  품종으로 잠재 인 수확량도 개선될 뿐만 아

니라 병해충에 한 항성도 강화되었다.

  미주리  재배업자들은 아칸소, 루이지애나, 텍사스, 미시시피에서 공공의 목

으로 개발된 장립종을 재배한다. 상업 으로 개발된 하이 리드  품종의 사용과 

재배가 차 확 되고 있다. 

미주리주에서 재배

되는 쌀의 40% 이

상이 농장에서 건

조되어 저장된다.

새로운 쌀 품종 개

량으로 잠재적인 

수확량도 개선될 

뿐만 아니라 병해

충에 대한 저항성

도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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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주리 주 쌀 생산량 연도별 추이

단위: 1,000 cwt

자료: 미주리 주 농업 홈페이지.

그림 3  미주리 주 쌀 단수 연도별 추이

단위: 파운드

자료: 미주리 주 농업 홈페이지.

병해충 방제

  미주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병해충을 순서 로 열거하자면, 잎집무늬마름

병, Straighthead disorder, 고사병( 는 재해: blast)을  들 수 있다. 새로운 품종의 병

해충 항성은 특히나 요한데, 그 이유는 살균제와 작물윤작이 비용도 많이 들

고 효과도 제한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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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미주리에서 심각한 고사병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경계태세를 계

속 유지할 필요는 있다. 특히나 미주리 재배업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

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질소비료사용률과 시기는 수확량, 작물 품질  잡   병해충 발생률에 향

을 미치기 때문에 효율 인  생산에 있어 주요 심사항이다. 자신의 생산방식

을 새로운 품종개발요건에 목한  재배 농민들이 가장 성공 이었다. 

  지난 10년 가량동안 효과 이고 경제 인 제 제의 숫자가 에 띄게 증가하

다. 그로인해 농민들은 종종 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작물 수확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 인 작물 수색병(scouts)과 컨설턴트들이 고용되어 농

민들이 더욱 효과 으로 농지를 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담수직파재배 확대 

  담수직 재배방식이 미주리에서 확 되고 있다. 담수직 재배방식은 붉은  병

해충을 억제하고, 윤작없이 지속 인  생산을 가능하게 해 다. 담수직 재배방

식은 주로 평평하게 잘 다듬어진 땅, 소  말하는 “zero-grade"에서 이루어진다. 

은 미리 발아되고, 비행기를 이용해서 미리 물을 받아놓은 농지에 종을 하게 된

다. 수확 직 까지 지속 으로 물을 공 한다. 비행기로 제 제, 살충제  질소비

료를 뿌린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커다란 경작지를 리하는 시간과 노력이 어

들었다. 한편, "zero-grade" 방식을 이용한  경작면 은 10,000 에이커 이상이다. 

더 적은 수의 농민이 더 많은 면적 관리해 

  남동부 미주리 카운티의 농민숫자는 지난 5년 농업센서스기간동안 작스럽게 

하락하 다. Butler 카운티의 농민수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 13% 어들었다. 

Pemiscot 카운티 농민수는 같은 기간동안 23%나 하락(감소)하 다. 

  미주리의 재배 농민 숫자는 250~350명으로 추산되며, 그  반 이상은 Butler 

카운티에 살고 있다.  농장 운 은 숫자와 규모면에서 계속해서 어들고 있다. 

각각의 농장이 보유하고 있는 면 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장비가 커지고, 농장 

근로자가 늘어나며, 기술 인 작물 리가 확산됨과 더불어, 더욱 정교한 마 방

식과 이낸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민들은 작물, 재정  마

 기획/ 리를 해 컨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확 와 통합 

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상되며, 이러한 추세의 동인으로는 규모의 경제, 기

술진보  능력을 갖춘 농장 리인들 간의 경쟁을 들 수 있다. 

생산 추세

  장기 으로, 미주리  재배 면 지는 증가해온 반면, 기타  생산 주의  재

토양 및 물 가용성

을 근거로 판단해 

봤을 때, 미주리는 

40만 에이커의 쌀

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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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면 지는 축소되어 왔다. 곧바로 이용가능한 고품질의 개수, 한 지형과 

토양, 당한 기후, 능력있는 재배 농민들, 인 라지원, 미시시피강에 한 근 성

과 도정시설이 모두 을 재배하기에 한 환경을 제공한다. 단기 으로 봤을 

때, 날씨, 가격, 해외에서의 이색 인  품종에 한 상 인 수요와 같은 요인으

로 인해 주마다  재배 면 지가 변화해 왔다. 그러나 장기 으로 몇몇 기타  

재배 주들은 물 부족, 물과 토지에 한 경쟁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그림 4  미주리 주 쌀 단위당 가격 연도별 추이

단위: $/cwt

자료: 미주리 주 농업 홈페이지.

그림 5  미주리 주 쌀 생산액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미주리 주 농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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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  물 가용성을 근거로 단해 봤을 때, 미주리는 400,000에이커의 을 생

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두와 옥수수와 같은 경쟁 작물을 비교했을 

때의 의 가격과,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의 비용은 계 으로  재배면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생산자들과 지주들은 계속해서 땅을 고르는 정지작업을 할 

것이며, 우물을 고 펌 를 설치함으로서  생산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기타 작

물의 생산의 경제성도 높일 것이다. 생산과 마 을 한 인 라는 잘 개발되었

으며, 지속 으로 개선되고 있다. 미주리 재배 조건과 새로운 품종 개발을 한 생

산 연구 한 즉각 으로 이용가능하다. 

Agricultural Electronic Bulletin Board. April 2004. 

<http://agebb.missouri.edu/rice/ricehist.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