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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 도농 소득격차 심화 등 농촌의 부정적 상황이 지

속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촌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농촌지

역 인구 감소 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고령화는 지속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농 간 소득격차는 확대되다가 둔화되고 있지만 소득증가 속도의 차이가 크

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과소화를 방지하고,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 농가소득 증대, 농촌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농촌인구의 감소 등으로 농촌경제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크게 위축되었던 미주리의 와인산업이  

요즘 다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는 농업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통해 농

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것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미주리가 와해되어가던 와인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촌경

제를 어떻게 활성화하였는지, 이를 위해 어떤 지원과 정책들을 활용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

고자 하는 정책들의 시사점을 찾는 데 이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15.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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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미국 미주리가 와해되어가던 와인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촌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였는지, 이를 위해 어떤 지원과 정책들을 활용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농촌지역경제를 활

성화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연구방법

  기존 문헌을 통해 미국 와인산업 활성화 관련 사업, 미국 와인산업 활성화 

관련 기관 등에 대한 통계, 미주리의 관련 정책과 통계 등을 수집하였다. 사례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미주리의 와인산업 관련 정책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지원 시스템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었다. 또한 미주리 와인 

전문가와 와인산업 관련자들을 면담하여 미주리 와인산업의 실태를 파악했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미주리의 와인 생산량은 2013년 125만 갤런(약 473만 리터)로 미국에서 14

위에 해당된다. 1위인 캘리포니아의 약 7억 2,800만 갤런(약 27억 5,900만 리

터)의 0.17%에 불과하다. 미주리의 와이너리 수는 약 128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소규모에 속하는 미주리 와인산업의 성장은 규모가 영세

한 우리나라에도 좋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주리 주정부에서 와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 중 핵심은 와

인 세금(wine tax)이다. 그리고 경제개발부의 Wine and Grape Production Tax 

Credit Program이 와인산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와인 세금은 현재 와인을 

판매할 때마다 갤런당 12센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미

주리 와인과 포도 프로그램(Missouri Wine and Grape Program)에 지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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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지원금은 미주리 와인과 포도 위원회로 지원되고, 이 자금이 미주리 포

도, 와인, 주스를 위한 연구, 품종개발, 홍보 등에 사용된다. 

  미주리 와인산업의 지원체계는 와인 세금을 통해 우선 자금을 확보한다. 이 

자금을 운영할 주체로서 미주리 와인과 포도 위원회(MWGB: Missouri Wine 

and Grape Board)를 설치하여 미주리 와인산업을 컨트롤하도록 하고 있다. 

MWGB는 와인 세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미주리 대학에 있는 포도와 와인 연구

소(GWI: Grape and Wine Institute)에 지원함으로써 미주리 와인과 포도에 필

요한  와인 연구와 품종개발, 품질향상 연구 등에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

주리 와인에 대한 홍보 활동에도 지원하고 있다.

  포도 재배와 와인 제조에 관한 교육은 GWI와 함께 포도 재배와 양조에 관한 

과학기술 연대(VESTA: Viticulture E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Alliance)

가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 활동으로는 미주

리 포도 재배농가협회(MGGA: Missouri Grape Growers Association)와 미주리 

와인양조협회(Missouri Vintners Association)가 매년 미팅을 통해 정보교환 등

의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주리의 와인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는 와인 세금을 통한 자금 

확보, 이 자금을 통한 연구 및 홍보 강화, 미주리 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민간 단체를 통한 소통 강화가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주리 와인산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인 자

금 확보, 둘째,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연구기관의 존재, 셋째, 안정적인 

현장 중심의 교육과 신뢰할 수 있는 교육 주체, 넷째, 네트워크화, 다섯 번째, 

가족경영을 통한 경영의 지속성과 역사성 유지, 마지막으로 각 관련 주체마다 

기본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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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ural Economic Vitalization Policy through the Wine Industry in 
Missouri (US) and Its Implications

Background of Research
  This study examined how the state of Missouri (US) vitalized the rural 
economy by fostering the wine industry which was collapsing and what 
support and policies were utilized. Through this, implications were drawn for 
Korean policies of invigorating the regional economy by using agricultural 
and rural resources.

Method of Research
  The literature was collected on the projects regarding the vitalization of the 
US wine industry, statistics on institutions related to the invigoration of the 
industry, and Missouri's related policy and statistics. The visits to the case 
area enabled me to examine how the state's wine industry policy is utilized 
and how its support system is operated. I also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Missouri's wine sector by interviewing wine experts and people concerning 
the industry in the state.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Missouri's wine production is 1.25 million gallons (about 4.73 million liters) 
as of 2013, ranking 14th in the US. This figure is only 0.17% of 
approximately 728 million gallons (2,759 million liters) of California, the 
first-ranking state. The number of Missouri's wineries is estimated to be 128. 
The growth of the state's wine industry, small-scale even in the US, offers 
implications for Korea whose wine sector is small. 
  The key of Missouri's state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to nurture its 
wine industry is the wine tax. Also, the Wine and Grape Production Tax 
Credit Program of the state's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is directly 
related with the wine sector. Currently, 12 cents per gallon of the wine tax is 
imposed on every wine sold. The funds created by the tax support the 
Missouri Wine and Grape Program. This support fund goes to the Missouri 
Wine and Grape Board (MWGB), and is used for research, va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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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promotion of grapes, wine, and juice.
  Missouri's wine industry support system first secures funds through the 
wine tax. The MWGB controls the state's wine sector as an agent operating 
the funds. The Board supports the Grape and Wine Institute (GWI)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 through the funds created by the wine tax, thereby 
backing research on grape variety development, quality improvement, and 
wine. In addition, activities for promoting Missouri wine are also supported. 
  The Viticulture E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Alliance (VESTA) is 
mainly in charge of education of grape growing and wine production at 
Missouri State University with GWI. As for the private sector's voluntary 
activities, the Missouri Grape Growers Association (MGGA) and the Missouri 
Vintners Association are exchanging information at meetings every year.
  Therefore, the support system for developing the state's wine industry is an 
organic combination of securing funds through the wine tax; strengthening 
research and promotion through the funds; implementing educational programs 
with the University of Missouri; and improving communication through 
private organizations.
  Missouri's wine sector gives us the following implications: the securing of 
stable funds; a reliable research institute; stable and field-centered education 
and credible educational agents; networking; the maintenance of management 
and history through family-run businesses; and each related agent's faithfulness 
to the basics. 

                                                              

Researcher: Kim Yonglyoul
Research period: 2014. 12. ~ 2015. 7.
E-mail address: kimyl@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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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농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 도농 소득격차 심화 등 농촌의 부정적 상황이 지

속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촌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농촌지

역 인구 감소 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고령화는 지속되고 있다. 행정구역으로 

읍‧면부를 합한 농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통계 기준으로 전

국 인구 대비 18.5%에 머물렀다. 그러나 2010년에는 1970년대 이후로 감소하

기만 했던 농어촌 인구 변화 추세가 바뀌었다. 2010년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2005년보다 약간 증가한 876만 명을 기록하였다(김용렬 외 2013).

  농어촌 인구 감소 추세는 거의 멈춘 듯하지만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

다. 2000년에 농어촌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7%였

던 것이 2010년에는 20.6%에 이르고 있다(김용렬 외 2013). 도농 간 소득격차

는 확대되다가 둔화되고 있지만 소득증가 속도의 차이가 크다. 1990년 중반까

지만 해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수준의 95% 이상이었으나, 1995년 

이후 도농 간 평균소득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2002년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

구와 비교하여 농가소득이 약 73%이었다. 이후 도시근로자의 명목 가구소득은 

증가 추세이지만, 농가소득은 2006년 이후 정체 내지 감소 현상을 보이면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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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6년 78.5%에서 2009년에는 76.7%로 

격차가 둔화되었다. 그리고 다시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2012년에는 57.5%까지 

떨어졌다가 2013년에는 소폭 증가하여 62.5%를 나타냈다. 농가소득은 1995년 

이후 연평균 2.5%(명목소득) 증가한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4.6% 증가

하여 도농 간 소득 증가속도 격차가 확대되었다(김용렬 외 2013). 이러한 문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과소화를 방지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가소득 

증대, 농촌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 대상 지역인 미국의 미주리도 농촌인구의 감소 등으로 농촌경제 위축

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크게 위축되었던 미주리의 와인산업이 요즘 다시 지

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는 농업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

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주리의 와인 생산량은 2013년 125만 갤런(약 473만 리터)으로 미국에서 

14위에 해당된다. 1위인 캘리포니아의 약 7억 2,900만 갤런(약 27억 6천만 리

터)의 0.17%에 불과하다. 미국 내에서도 소규모에 속하지만, 1840년경에 처음 

시작된 미주리의 와인 생산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당시 미주리는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와인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었다.

  미주리에 있는 와이너리는 약 128개 정도이다. 미주리 와인산업은 성장을 계

속하다 1919년에 술제조 금지법안이 통과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당시 거

의 모든 와이너리가 도산하였는데, 1934년에 금지가 해제되고, 1970년대 들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미주리가 와해되어가던 와인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농

촌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였는지, 이를 위해 어떤 지원과 정책들을 활용하였는

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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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 내용

○ 미주리 와인산업의 위치와 현황

○ 미주리 와인산업의 특징

○ 미국의 와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미국의 와인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과 지원체계

○ 시사점

- 정책적 함의

- 정책 제언

3. 연구 추진방법 및 연구기간

○ 문헌연구

- 미국 와인산업 활성화 관련 사업

- 미국 와인산업 활성화 관련 기관 등에 대한 통계

- 미주리의 관련 정책과 통계

○ 사례조사

- 미주리의 와인산업 관련 정책과 시스템

- 미주리의 와인산업 관련 경영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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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와 와인산업 관련자 면담 

- 미국 와인산업 관련 연구자

- 미국 미주리 와인산업 관련 경영체 운영자 등

○ 연구기간: 2014. 12. ∼ 2015. 7.(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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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미주리 와인산업의 위치와 현황

1. 미주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와인산업의 위치

  2012년 센서스 조사자료에 따르면, 미주리의 농가 수는 총 99,171농가이다. 

이 중 와인과 관련된 과일, 견과류, 베리류 농가는 1,251농가로 전체에서 1.3%

를 차지하고 있다. 포도농가는 425농가로 미주리 전체 농가에서 약 0.43%를 차

지하며, 과일, 견과류, 베리류에서는 34.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판매액 수준에서 살펴보면, 미주리 농산물 총판매액은 91억 6천 488억 

달러 정도로 미국 내에서 6위에 해당된다. 이 중 과일, 견과류, 베리류의 판매

액은 2,575만 달러로 전체에서 약 0.3%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 내에서는 25위

에 해당되고, 미주리 내에서는 10위에 해당된다.

  포도와 와인의 경우, 총판매액이 약 318만 달러에 이른다. 이는 미주리 농산

물 총판매액에서 0.03%를 차지하는 것이고, 과일, 견과류, 베리류에서는 12.4%

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미주리의 포도와 와인산업은 미주리 농업에서도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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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United States(http://www.nass.usda.gov/Statistics_by_State/ 

Missouri/index.asp). 일부 보완함.

 

품목 농가 수
매액

(1,000달러)

매액 순 　 매액 
비 (%)　미주리 내 미국 내

총 매액 99,171 9,164,886 (X) 6 100

곡물, 유채, 마른콩, 건조

완두콩
23,717 3,922,873 1 11 42.8

소와 송아지 46,909 1,968,617 2 9 21.5

가 류와 계란 5,110 1,441,676 3 9 15.7

양돈 1,852 882,526 4 7 9.6

목화 407 248,631 5 9 2.7

우유 1,404 246,358 6 25 2.7

기타  건 25,533 215,921 7 27 2.4

묘목, 온실, 화 , 잔디 1,009 88,135 8 30 1

채소, 멜론, 감자, 고구마 1,241 63,122 9 31 0.7

과일, 견과류, 베리류 1,251 25,749 10 25 0.3

포도&와인 425(포도) 3,184

말, 조랑말, 노새, 당나귀 4,454 22,635 11 20 0.2

양, 염소, 양모, 염소젖 3,821 17,254 12 15 0.2

수산양식 85 10,256 13 25 0.1

기타동물 1,253 8,612 14 32 0.1

담배 33 1,375 15 15 (Z)

크리스마스트리, 목본류 105 1,146 16 28 (Z)

표 2-1.  미주리 농업의 개황(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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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주리 와인산업 현황
1

2.1. 와인 생산과 판매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은 지역사회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끼친다. 포

도농장은 포도를 생산하기까지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와인을 생산하

기까지 또 3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에, 포도농장과 와이너리가 어느 한 지역에 설립이 되면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포도농장과 와이너리가 잘 정착하게 되면 지역

경제에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자료: Wine Institute, TTB.

Grape and Wine Institute,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1 본 내용은 Missouri Wine and Grape Board에서 발간한 The Economic Impact of 

Missouri Wine and Wine Grapes–2013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보완이 필요한 부

분은 추가적인 자료를 활용하였다.

년도 와이 리 수

2013 128

2009 97

2007 72

2005 50

2003 42

2000 29

1998 27

표 2-2.  미주리 와이 리 수의 변화 추이

단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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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미주리의 와이너리 수는 128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8년에 27개

였고, 2009년에는 97개였다. 2013년은 2009년 비해 약 32% 증가했는데, 10년 

전인 2003년에 비해 3배가 증가한 것이다.

  TTB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미주리에서 생산된 와인은 약 473만 리터(125만 

갤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462만 리터(122만 갤런)에 비해 약 11만 

리터가 증가하였다.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 중 75%가 미주리에서 개발한 

포도를 통해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미주리 와이너리의 90% 이상은 1년에 약 18,900리터(5,000갤런, 2,100상자) 

이하로 생산하고 있다. 와인 생산과 마찬가지로, 2013년 와인 판매에 있어서도 

와이너리의 5% 정도만이 약 11억 원(1백만 달러) 정도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대부분 와이너리의 와인 판매액은 연간 5억 5천만 원(50만 달러) 이하로 조사

되었다.

  와이너리 수에 있어서는 연간 생산량 2만 리터 이하의 소규모 와이너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판매액에서는 소수의 대규모 와이너리들이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와이너리의 대부분은 와인 맛 투어 룸, 식당, 소매점 

등과 같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형태로 와인 판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는 유통비용을 줄임으로써 이윤을 많이 남게 한다. 조사

에 따르면, 미주리 와인 판매의 2/3는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리 주의 2013년 와인 판매액은 약 572억 원(5,200백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와인을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한 와인 맛 투어 

룸, 우편 판매, 온라인 판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와인 관련 이벤트인 

웨딩과 다양한 기타 판매로 벌어들인 약 44억 원(4백만 달러)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와이너리 소유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2013년에 와이너리에서는 

735개의 정규직에 준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고, 임금으로 약 132억 원

(1,200만 달러)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너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고

루 고용하고 있다. 특히 포도 수확기를 기준으로 계절성 고용을 많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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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미주리의 와인 생산 규모는 미국에서 14번째에 해당된다. 이는 괄목

할 만한 성장이다. 특히 와인 생산은 2005년 이후 지난 8년간 약 156% 정도 

늘었다. 미국 와인 생산에서 0.5%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료: TTB.

2.2. 포도 생산

  미국농업통계국(NASS: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에 따르면, 미

주리의 포도 재배면적은 2005년 202ha(500에이커)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에

순 주(State)
생산량

비 (%)
갤런 리터

1 캘리포니아 728,939,759 2,759,337,311 87.18

2 워싱턴 34,144,441 129,250,777 4.08

3 뉴욕 27,150,759 102,776,809 3.25

4 오리건 7,948,408 30,087,999 0.95

5 펜실베이니아 7,948,408 30,087,999 0.95

6 버몬트 4,315,420 16,335,643 0.52

7 오하이오 3,277,838 12,407,967 0.39

8 터키 2,241,527 8,485,103 0.27

9 미시간 2,180,359 8,253,557 0.26

10 로리다 2,026,230 7,670,115 0.24

11 노스캐롤라이나 1,351,975 5,117,782 0.16

12 뉴 지 1,329,932 5,034,341 0.16

13 버지니아 1,261,104 4,773,798 0.15

14 미주리 1,250,654 4,734,241 0.15

기타 지역 10,739,679 40,654,110 1.28

미국 체 836,106,493 3,165,007,552 100.00

표 2-3.  2013년 주별 와인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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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88ha(1,700에이커)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포도 재배농가도 

2013년에 약 425농가로 추정된다. 

  포도 재배면적이 지난 몇 년간 늘어나긴 했지만 아주 큰 변화는 없었다. 반

면에 포도 생산량은 2009년에 4,400톤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에는 6,040톤으

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와이너리들이 생산하는 포도량은 평균적으로 ha당 

1.2톤 내지 1.6톤(에이커당 3~4톤)이다. 그러나 포도 생산량의 범위는 ha당 0.2

톤(에이커당 0.5톤)에서부터 2.4톤(에이커당 6톤)까지 다양하다. 이는 늦봄 서

리, 우박 피해 등과 같은 미주리의 날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악조건

에도 불구하고 미주리 주의 포도 재배면적은 미국 내에서 9위에 해당된다. 와

이너리들의 평균 포도 재배면적은 약 12ha(30에이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Missouri Wine and Grape Board(2015). The Economic Impact of Missouri Wine and Wine 

Grapes–2013.

순 주(State)
재배면 총 생산량

에이커 ha 비 톤 비

1 캘리포니아 820,000 331,843 83.07% 7,717,000 89.67%

2 워싱턴 69,000 27,923 6.99% 390,000 4.53%

3 뉴욕 37,000 14,973 3.75% 208,000 2.42%

4 펜실베이니아 13,000 5,261 1.32% 111,000 1.29%

5 미시간 14,700 5,949 1.49% 94,000 1.09%

6 오리건 18,500 7,487 1.87% 49,000 0.57%

7 버지니아 3,200 1,295 0.32% 6,600 0.08%

8 오하이오 1,900 769 0.19% 6,490 0.08%

9 미주리 1,700 688 0.17% 6,040 0.07%

10 텍사스 3,500 1,416 0.35% 5,800 0.07%

기타 지역 4,620 1,870 0.47% 11,600 0.13%

미국 체 987,120 399,474 100.00% 8,605,530 100.00%

표 2-4.  2013년도 주별 포도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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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주리 와이너리 사례

3.1. 스톤 힐 와이너리(Stone Hill Winery)

  스톤 힐 와이너리는 미주리 Hermann에 위치해 있다. 1847년에 독일인 이민

자 Michael Poeschel이 Stone Hill Winery를 만들었다. 당시에는 세계에서 3번

째로 컸고, 미국에서는 2번째로 큰 규모였다. 1900년에는 약 1,250,000갤런의 

와인을 생산하는 규모였지만 1919년에 취해진 금주령에 따라 급속히 위축되었

다. 이때 생계를 위해 와인 저장고에 버섯을 재배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현재 

미주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와이너리 중에 하나이다. 와인 생산량은 평균 

260,000갤런(약 984,000리터)인데, 이것은 미주리에서 생산되는 와인 생산량의 

약 20.8%를 차지하는 양이다. 포도밭은 182에이커(74ha) 정도이다. 여기서 주

로 생산되는 포도품종들은 Norton, Vignoles, Vidal, Chardonel, Cayuga, 

Vincent, Chambourcin, Vivant, Concord, Catawba, Traminette이다. 이중에서 가

장 자랑할만한 품종은 미주리 고유품종인 Norton이라고 한다. 생산되는 와인들

은 Hermann, Branson, New Florence 세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다. 

  스톤 힐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주요 와인은 Hermannsberger, Starkenberger, 

Black Pearl이다. 이들은 1873년에서 1904년 사이에 있었던 박람회에서 8번이

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스톤 힐 와이너리는 지금까지 와인 페스티벌 등에서 

3,400개의 메달을 수상했다. 

  1965년에 Jim and Betty Held에 의해서 Stone Hill Winery가 재설립되었다. 

부부가 이 와이너리의 소유주이고, 아들 Jon Held는 총괄매니저, Patty 

Held-Uthlaut는 소비자와 판매 및 이벤트에 관한 총책임자, Thomas Held는 판

촉 총괄자로 일하는 등 가족경영을 하고 있다. Stone Hill Winery의 본관 건물

은 미국 문화재(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로 등록되어 있다. 

  Held 가족과 30년간 함께 일한, 포도 재배와 와인 제조 전문가인 Dave 

Johnson의 말에 따르면 와이너리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기후변화로 인한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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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어려움과 노동력 부족이라고 한다. 미국농촌에도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

각함을 알 수 있다.

3.2. 레 부르주아 와이너리(Les Bourgeois Winery)

  레 부르주아 와이너리는 미주리 Central 지역에 있는 Rocheport에 위치해 있

고, Columbia에서 약 12마일 떨어져 있다. 미주리 강변에 위치하여 많은 사람

들이 찾는 곳이다. 1985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연간 약 500갤런의 와인

을 생산하였다. 현재는 약 120,000갤런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주리 내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

  레 부르주아 와이너리가 소유한 포도밭에서는 주로 Norton과 Catawba와 같

은 고유품종과 Chardonel와 같은 프랑스계 교잡종을 재배한다. 드라이 와인부

그림 2-1.  스톤 힐 와이 리(Stone Hill W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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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스위트 와인까지 모든 종류를 생산한다. 와인의 가격대는 9달러에서 25달러

이다. Les Bourgeois’ Blufftop Bistro에서는 결혼식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나 파

티를 즐길 수 있다. 

  경영은 Bourgeois 가족들이 주축인 가족 경영을 하고 있다. 네 명의 자식 중 

두 명이 와이너리에서 일하고 있다. 그중 큰아들 Curis Bourgeois Ⅱ는 매니저

로 일하고 있다. 

그림 2-2.   부르주아 와이 리(Les Bourgeois W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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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주리 와인산업의 특징

1. 미주리 와인산업의 역사

1.1. 개요

  미주리의 와인산업은 유럽 이민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St. Louis와 Ste. 

Genevieve 지역에 프랑스인들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포도를 재배하

기 시작했다. 또한 Hermann 근처인 미주리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19세기에 독

일인들이 정착하면서 포도 재배가 본격화되었다. 

  1824년 독일인인 Duden이 미주리에 도착하였다. Duden은 Dutzow 근처에 

농장을 샀고, 그곳의 날씨와 환경 등을 기록하여 이를 1829년에 독일에서 책으

로 출간하였다. 이 영향으로 많은 독일인들이 미주리로 오게 되었다. 이것이 미

주리 와인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인들은 미주리로 올 때 자국의 포도나무들을 가져왔으며, Duden이 갔던 

길을 따라 미주리강 주위에 정착하였다. 이들이 주로 정착한 곳은 센트루이스 

서쪽에 있는 Hermann 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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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리는 1846년경에 와인이 처음으로 생산하였다. 1848년경에는 타운 와이

너리들이 와인 1,000갤런(3,800리터)을 생산하였고, 1855년경에는 포도 재배경

작지가 500에이커(2,023,000㎡, 613,030평)에 이르렀다. 

  철도가 개설되고 캘리포니아 포도주가 동부로 진출하면서 영향을 받았지만 

미주리 와인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래서 술제조가 전격 금지되기까

지 미주리는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와인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었다. 

  1919년에 술제조 금지법안이 통과되면서 미주리 와인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어 거의 모든 와이너리가 도산하였다. 이 금지조항으로 인해서 와인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때문에 옛날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

었다. 이렇게 보존된 옛날 건물들은 미주리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

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를 보기 위해 와이너리를 찾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와인산업의 암흑기에 미주리에서 유일하게 와인을 생산한 곳이 있었는데, 바

로 St. Stanislaus Novititate였다. 이곳에서는 교회에서 이용하는 성찬용 포도주

(sacramental wine)를 유일하게 생산하였고, 미주리 와인의 명맥을 겨우 유지했

던 것이다. 

1.2. 시대별 중요한 이슈

1.2.1. C.V. Riley

  Charles Valentine Riley는 1868년 미주리에서 임명한 최초의 곤충학자였다. 

1800년대 후반에 프랑스는 포도나무 역병(Phylloxera)으로 인해 모든 포도나무

가 고사할 지경에 이르렀다. Riley는 프랑스 포도나무의 병을 고치도록 부탁을 

받았고, 미국 고유 포도덩굴이 프랑스 포도나무에서 발병되고 있는 역병을 치

료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이용해서 

Phylloxera에 면역력이 있는 포도나무 뿌리를 만들었고, 이를 프랑스로 공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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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병을 고쳐, 유럽 와인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2.2. 1837년

  독일인들이 미주리 강변에 Hermann 이라는 타운을 세웠다. 돌이 많은 지역이

긴 했지만, 포도를 재배하기에는 적합한 토양이었다. 10년 후 Hermann의 와이너

리는 37,854리터(10,000갤런) 이상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작은 타운에 

60여 개의 와이너리가 들어서게 되었다. 1880년대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년 약 757만 리터(2백만 갤런)의 미주리 와인을 즐겼다.

1.2.3. 1870년대

  미주리는 프랑스 포도나무를 파괴시키는 phylloxera를 퇴치하는 데 적극 도

움을 줬고, 이는 프랑스와 유럽의 와인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1.2.4. 1800년대 후반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미주리의 St. James 지역에 포도농장을 만들었다. 이때 

미주리의 와이너리 수가 100개를 넘어서게 되었다.

1.2.5. 1919년

  주류제조 금지령이 발효된 시점으로 와인산업의 암흑기였다. 13년 후 해제는 

되었지만 와인산업은 거의 붕괴되었다. 해제된 후에도 높은 세금과 면허세 등

으로 와인산업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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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960년대와 1970년대

  와인에 부과되는 새로운 세금을 이용해 Missouri Wine and Grape 프로그램

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전문 와인용 포도 재배자가 포도의 복원을 위해 고용되었

고,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미주리 기후에 맞는 품종들을 선별하기 시작했다. 

1980년에 Augusta가 연방정부에서 인정한 최초의 American Viticultural 

Area(AVA)가 되었다. 이후 Hermann, 미주리 남서쪽의 Ozark 산악지역과 고지

대, St. James 주변의 남중부 지역들이 AVA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1.2.7. 1984년

  미주리는 미주리 와인산업 육성을 위해 미주리 내에서 판매되는 와인에 

부과하는 와인 세금(wine tax)을 도입했다. 이 세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연구자

금이 확보되었고, 또한 이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할 미주리 와인과 포도 위원회

를 자문기구로 설립하였다.

1.2.8. 2000년

  미주리 와인산업의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는 시기이다. 와이너리도 증가하

고, 많은 와이너리에서 다양한 종류의 와인들을 생산하고, 각종 국제 와인페스

티벌에서 입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시기이다.

1.2.9. 2003년

  Norton/Cynthiana 와인용 포도품종이 미주리 정부로부터 미주리 포도 품종으

로 인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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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2005년

  미주리 와인과 포도 위원회(Missouri Wine and Grape Board)가 기존의 자문

기구에서 미주리 와인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탄생하게 된다. 그냥 자

문기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미주리 와인산업을 위해 마케팅과 연구를 직접 

진두지휘하게 된다.

1.2.11. 2006년

  미주리를 비롯한 중부지역 기후에 적합한 와인용 포도 품종과 이에 맞는 생

태적 연구를 담당할 연구소인 The Institute of Continental Climate Viticulture 

and Ecology(ICCVE)가 설립된다. 이 연구소는 미주리 와인과 포도 위원회로부

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에 위치했다. 이 연구소

는 2013년에 Grape and Wine Institute로 연구소 명칭을 변경하였다.

2. 미주리 와인 생산지역과 품종

2.1. 미주리 와인 생산지역

  미주리의 와인 생산지역은 7개 지역으로 흔히 나눈다. 7개 지역은 Augusta 

region, Hermann region, Ozark Highlands region, Ozark Mountain region, 

Southeast region, Central region, Western region인데 이 중 4개 지역(Augusta 

region, Hermann region, Ozark Highlands region, Ozark Mountain region)만 미

국의 와인용 포도 재배 공인지역(AVA: American Viticultural Areas)으로 지정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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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Augusta region, ② Hermann region, ③ Ozark Highlands region, ④ Ozark Mountain region, 

⑤ Southeast region, ⑥ Central region, ⑦ Western region

자료: <http://www.missouriwinecountry.com/regions/>.

  Augusta 지역은 미주리 동쪽에 위치한 지역이며, St. Louis에서 약 30마일 떨

어진 미주리강 계곡(Missouri River Valley) 일대이다. Augusta 지역은 1980년

에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에 의해서 지정되는 와인용 포도 

재배 공인지역(AVA)으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지정받았다. 이때 캘리포니아의 

7개 지역과 같이 지정이 되었는데, Napa Valley는 1981년에 지정되었다. 이 지

역의 와이너리들은 독일어로 와인의 거리(wine road)라고 하는 Weinstrasse를 

따라 주로 위치하고 있다. 독일 출신 이민자들이 주로 정착한 곳이기도 하다. 

그림 3-1.  미주리의 와인 생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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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지역 중에 하나이다. Augusta 지역에서 생산

되는 와인은 독일로도 수출되고 있다. 2003년에는 독일의 와인 잡지인 

Selection이 선정한 올해의 미국 최고 와인(Best US wine)으로 Augusta’s 

Winery에서 생산된 2001 Chardonel이 선정되기도 했다.

  Hermann 지역은 미주리 중부지역 미주리 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인 

이민자들이 정착한 대표적인 곳이다. Augusta 지역과 더불어 미국에서 와인 생

산의 역사가 오래된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 지역도 1987년에 AVA로 지정되

었다. AVA 지정 면적은 51,200에이커 정도이다. 이 지역의 와이너리들은 

Missouri Rhimeland의 중심부 쪽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미주리 와인 생산이 

처음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Hermann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스톤 힐 와이

너리이다. 

  Ozark Highlands 지역은 미주리 남쪽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탈리아 이민자들

이 주로 정착한 St. James 지역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1987년에 

AVA로 지정되었다. AVA 지정 면적은 1,280,000에이커에 이른다. 

  Ozark Mountain은 미주리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미국 AVA 중에

서 6번째로 큰 지역으로 1986년에 지정되었다. AVA 지정 면적은 3,500,000에

이커에 이를 정도이다. 이 지역에 미주리 주립대학의 Fruit Experiment Station

이 있어 실험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Southeast 지역은 미주리 남동쪽 미시시피 강변에 위치해 있다. 가장 대표적

인 지역은 Ste. Genevieve이며 프랑스 출신 이민자들이 많이 정착한 곳이다. 

  Central 지역은 미주리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미주리 강변을 중심으로 와

이너리들이 형성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Rocheport이다. Western 지역

은 미주리 서쪽 캔사스 시티 일대를 말한다. 

2.2. 미주리 와인용 포도 품종

  미주리의 와인용 포도 품종들은 유럽품종과 미국 고유의 품종을 교잡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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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리드 품종이 주를 이룬다. 미주리 기후와 토양에 맞게 품종들을 선별해 온 

것이다.

2.2.1. 레드 와인용 포도 품종

가.  Cat awba( ca- t aw- ba)

  북 캐롤라이나에 있는 Catawba 강에서 발견된 분홍빛 포도다. Catawba는 분

홍빛 장미와인(pink and rose wines)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쓴 맛의 강

도는 중간 정도(medium-bodied)로, 달콤하며(sweet) 향이 있는(fragrant) 딸기 

맛 형태의 와인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나.  Chambo u r ci n ( s ham- bo r - s an )

  쓴맛 정도는 중간 정도로 드라이한 레드 와인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평을 듣

는 품종이다. 체리처럼 과일향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타닌(tanin)을 함유해서 소

박한 맛을 내기 때문에 음식과 잘 맞는 품종이다.

다.  Co n co r d( kahn - co r d)

  매사추세츠 Concord 지역에서 발견된 품종이다. Concord는 미국이 원산지인 

디저트 와인으로 불린다. 콘코드는 진한 보랏빛이 강하면서 강한 향을 지닌 스

위트 와인으로 유명하다.

라.  No r t o n /Cy n t hi an a( s i n - t he e - an a)

  Norton는 미국 고유의 포도 품종이다. 버지니아주 Richmond 근처에서 발견

되었다. Norton은 미주리가 공인한 미주리 공식 품종이기도 하다. 맛은 묵직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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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S t .  Vi n ce n t

  이 품종은 교잡종(hybrid)이다. 맛은 Nouveau 스타일의 화려한 붉은빛을 지

닌 와인이다. 주로 드라이 와인으로 소비되지만 때때로 스위트 와인으로도 이

용되고 있다.

2.2.2. 화이트 와인용 포도 품종

가.  Cay u g a( ki - u - g a)

  뉴욕이 원산지이며 교잡종이다. 오렌지 향이 강하고, 얕은 맛을 지닌 드라이

하면서도 가벼운(semi-dry) 와인으로 생산된다. 독일식(germanic) 스타일의 맛

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나.  Char do n e l ( s har - du - n e l )

  이 품종은 Seyval과 Chadonel를 교잡해서 만든 품종이다. Chardonel는 오크

통이나 스테인레스 통에서 발효가 가능하며, 드라이하면서 풀바디감을 주는 맛

을 내고 있다. 이 포도를 전통기법으로 와인을 제조하면 오크 향, 버터 향, 오렌

지 향이 풍부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다.  S e y val  B l an c

  허브향이 가득한 드라이한 것과 드라이하면서도 가볍고 깔끔한 맛을 지닌 

품종인데 미국과 프랑스 품종을 결합한 교잡종이다. 

라.  Tr ami n e t t e ( t r a- me n - e t )

  Traminette는 Gewurztraminer라는 포도 품종에서 파생된 것이다. 드라이한 

맛과 드라이하면서도 가벼운 맛을 내는 화이트 와인이다. 복숭아 향, 아로마 향

을 매우 강하게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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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Vi dal ( ve e - dahl )  B l an c

  이 품종도 프랑스 품종과 미국 품종을 결합한 교잡종이다. 과일 향이 많이 

나면서 드라이한 맛과 드라이하면서도 가벼운 맛을 내는 화이트 와인이다. 오

렌지 향과 레몬 향, 포도 향이 적절히 어우러진 풍미를 제공한다.

바.  Vi g n o l e s ( ve e n - y o l e )

  미주리에서 가장 잘 팔리는 화이트 와인 중에 하나이다. 이 품종도 프랑스 

품종과 미국 품종을 교잡한 것이다. 드라이한 맛과 달콤한 맛을 지닌 디저트 

와인으로 주로 소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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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미주리 와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2

1. 총괄

  미주리의 와인과 포도 위원회(MWGB: Missouri Wine and Grape Board) 보

고서에 따르면, 2013년 미주리 와인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조 9천억 원(17억 

6천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리 와인산업은 와이너리와 와인 생산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2009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와인 생산도 2009

년에 49만 2천 상자에서 2013년 52만 6천 상자로 늘어 약 7%의 성장을 이루었

다. 미주리 와인산업 성장에서 가장 큰 부분은 와인 관광과 와이너리를 방문하

는 소비자들의 와인 수요 증가라고 할 수 있다. 

2 본 내용은 Missouri Wine and Grape Board에서 발간한 The Economic Impact of 

Missouri Wine and Wine Grapes–2013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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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 와인과 포도산업 2013년 경제  효과

정규직에 하는 일자리 수 14,959개

총 임  지 액 약 4,994억 원(4억 5,400만 달러)

와인 생산량(갤런) 약 473만 리터(125만 갤런)

미주리 와인 매액 약 572억 원(5,200만 달러)

와이 리 수 128개

포도 생산면 688ha(1,700에이커)

포도 생산 농가 수 425개

와인 련  소비액 약 2,420억 원(2억 2,000만 달러)

와인 련 객 수 950,000명

세입 연방세 1,320억 원(1억 2,000만 달러)

주&지방세 1,056억 원(9,600만 달러)

표 4-1.  미주리 와인산업의 경제  효과

주: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을 기준으로 함.

자료: Missouri Wine and Grape Board(2015). The Economic Impact of Missouri Wine and Wine 

Grapes–2013.

2. 직접 효과

2.1. 고용

  미주리의 와인과 포도산업은 2013년 미주리 경제 성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주리 주의 와인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관련 관광산업, 임금 지급

액, 일자리 수도 함께 증가하였다. 미주리 와이너리를 방문한 관광객은 2013년

에 약 95만 명으로 추정된다. 일자리는 14,959개 정도이고, 이와 관련된 임금 

지급액은 약 4,99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일자리는 대부분 관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관광 관련 일자리

가 7,128개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와이너리에 종사하는 일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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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개, 식당 558개, 포도농장은 500개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

에 유리, 마개, 화학첨가물 등의 연관산업에 475개, 유통 36개, 연구/교육/컨설

팅 23개, 주류도매상 14개, 포도농장 관련 자재 6개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포도농장에서는 포도 수확기와 포도농장 개발 시에는 계절고용을 

하고, 포도 재배 관리와 과실을 생산할 새로운 포도농장에는 정규직을 고용하

고 있으며, 회계, 판매직, 기타 사업 관련 관리업무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함께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료: Missouri Wine and Grape Board(2015). The Economic Impact of Missouri Wine and Wine 

Grapes–2013.

고용 2013 순

7,128 1

와이 리 735 2

식당 558 3

포도농장 500 4

연  산업 – 유리, 마개, 화학첨가물 475 5

유통 36 6

연구/교육/컨설 23 7

주류 도소매상 – 와인 심 14 8

포도농장 련 자재 6 9

간 효과 2,762

유인효과 2,721

총 고용 14,959

표 4-2  미주리 와인과 포도산업의 총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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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총세입

  미주리 와인과 와인용 포도산업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총 세입에

도 크게 기여했다. 이들 세입은 물품세, 소비세, 소득세, 근로원천소득세, 재산

세, 기타 사업소득세로부터 기인한다. 2013년에 연방정부는 연방세로 약 1,320

억 원,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약 1,056억 원을 미주리 와인과 포도산업으로부터 

거둬들였다. 중요한 점은 미주리 주가 미국에서 와인에 대한 소비세가 가장 낮

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세입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2.3. 관광

  관광은 미주리 와인과 포도산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분야이다. 2013

년에 약 95만 명이 미주리 와이너리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문객

들을 맞이하기 위해 약 7,128명이 고용되었으며, 이들에게 약 1,694억 원(1억 

5,400만 달러)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주리 와이너리를 방문하

는 방문객이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와이너리 증가, 와인의 품질 향상, 

와인과 관련된 방문지 개발 촉진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미주리뿐만 아니라 미

국 전체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와이너리 투어나 와인 맛보기 투어 등이 증가함에 따라 와인 판매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 와인과 포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와인 맛의 향상 뿐

만 아니라 결혼식, 파티, 페스티벌과 같은 다양하고 새로운 이벤트들을 함께 발

굴해야 한다. 미주리 와이너리들은 이러한 새로운 활동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잘 대처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와이너리

들이 와인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약 44억 원(4백만 달러) 이상을 벌

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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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접효과

3.1. 커뮤니티 지원

  미주리에 산재해 있는 와이너리와 포도 재배농가들은 2013년에 와이너리 판

매액의 약 1%에 해당하는 5억 7천 3백만 원(521,000달러)가량을 기부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3.2. 와인 생산시설, 자재, 서비스

  미주리 내에 와인 생산시설, 자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급자와 유통업자

는 그리 많지 않다. 이들이 제공하는 것은 주로 와인 병, 농약, 라벨 등이다. 그

러나 미주리 내에서 와이너리들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주리는 참나무를 많이 생산하

는 지역이다. 따라서 참나무 통(oak barrel)을 전 세계로 공급하고 있다. 

3.3. 교육, 컨설팅, 와인산업 연구

  교육, 컨설팅, 연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주리 내에는 약 23명 정도가 있

다. 이들은 미주리 내 각 대학과 무역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대략 1억 3,200만 원(120,000달러)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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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state)와 지역(regional)에 속한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관련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와인산업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 민관단체들은 미주리 지역 와인들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데 지

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미주리 와인과 포도위원회(Missouri Wine and 

Grape Board)는 미주리 내에 있는 와인과 포도 관련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주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

을 받고 있다. 

3.5. 보전가치

  와인과 포도 생산에 따른 보전가치는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어려우나, 대략

적으로 약 1조 9천 360억 원(17억 6천만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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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미주리 와인산업 관련 정책과 지원체계

1. 미국 연방정부 와인산업 관련 정책

  미국 연방정부의 와인산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면, 와인은 농업 및 주

류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규제, 세금, 농업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규제(regulation), 세금, 농업법(Farm Bill), 노동력과 관계가 있는 이민법 개정과 

외국인 농업노동자 공급(Immigration Reform and Agricultural Labor Supply)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1. 규제(regulation)

1.1.1. Alcohol Tobacco Tax and Trade Bureau(TTB)

  Alcohol Tobacco Tax and Trade Bureau(TTB)는 미국 와인산업에 있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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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규제당국이고, 미국의 알콜관리에 관한 법(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을 책임지는 곳이다. 따라서 미국 와인산업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TTB는 와인산업과 관련한 규제적 역할로서 미국 전역에 있는 와이너리들이 

보내 준 와인 제조법과 10만 개 이상의 라벨들을 매년 검사해서 승인해 주고 

있다. 또한, TTB는 모든 알콜 음료에 대한 해외수출과 소비세를 담당하는 에이

전시에 대한 상담과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1.1.2. 영양 표시제(labelling): 2016년 시행 예정

  미국식품의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ion)은 레스토랑들이 메뉴

에 영양 표시(menu labelling)를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2014년 12월 1일에 만들

었다. 이것은 Affordable Care Act of 2010라는 법안에 포함된 영양표기 의무화 

조항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이 시행령은 1년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2016년부

터 실시하게 된다.

  영양표시 의무화가 실시되면, 메뉴 리스트에 표기된 모든 맥주, 와인, 증류주

에 대한 영양과 칼로리에 대한 정보를 표기해야만 한다.   

1.2. 세금(Taxes)

  미국 와인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금은 상속세(Estate Taxes), 소비세

(Excise Taxes),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세금 우대(Small Producers Tax Credit)

가 있다.

1.2.1. 상속세(Estate Taxes)

  포도농장주와 와이너리 소유주들은 와이너리가 넓은 농장과 와인을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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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설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 

상속세와 관련된 법은 American Taxpayer Relief Act인데, 이 법은 2013년 1월

에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 한도가 5백만 달러이다. 

이 이상이 되면 상속세율은 40%이다.

1.2.2. 소비세(Excise Taxes)

  연방정부의 와인에 대한 소비세율은 다음과 같다. 알콜 함량이 14% 미만이

면 갤런당 1.07달러이다. 알콜 함량이 14% 이상이고 21% 미만일 경우는 갤런

당 3.15달러이다. 알콜 함량이 21% 이상이고 24%를 넘지 않을 경우도 갤런당 

3.15달러이다. 인위적으로 탄산을 넣을 경우는 갤런당 3.30달러의 세금이 부과

된다. 스파클링의 경우는 갤런당 3.4달러이고, 발효 사과주(hard cider)는 갤런

당 0.226달러가 부과되고 있다.

1.2.3.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세금 우대(Small Producers Tax Credit)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세금 우대는 1991년에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스파클링을 제외한 와인을 1년에 25만 갤런 이하로 생산하는 와이너리는 갤런

당 0.90달러의 세금을 면제받는다. 연간 와인 생산량이 15만 갤런 이하인 경우

는 첫 10만 갤런에 대해 갤런당 0.90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는다. 그러나, 연간 

와인 생산량이 15만 갤런 이상에서 25만 갤런 이하인 와이너리는 15만 갤런을 

초과하는 양에 대해 1,000갤런당 1%씩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든다.

1.3. 농업법(Farm Bill)

  와인산업은 포도를 비롯한 농산물을 통해서만 와인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

에 농업에 기초한 산업이다. 따라서 일반 농업에서 적용되는 제도들과도 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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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미국 와이너리 협회에 따르면, 2014년 농업법(2014 

Farm Bill)에서 포도와 와인산업과 관련된 제도들은 Specialty Crop Research 

Initiative, Plant Pest and Disease Program, Specialty Crop Block Grants, Market 

Access Program (MAP), Value Added Producer Grants, Disaster Assistance이라

고 소개하고 있다.

1.4. 이민법 개정과 외국인 농업노동자 공급(Immigration Reform and 

Agricultural Labor Supply)

  미국도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와인산업도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수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 농업과 

마찬가지로 와인산업계에서도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우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성이 깊은 이민법에 민감하다. 특

히 농업 노동력 수급을 위한 최근 비자 프로그램이 농촌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

결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현 H-2A guest worker 프로그램으로는 와이너리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 와인용 포도 재배 농가와 

와이너리 운영자 중 2%만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농촌의 노동

은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절성이 강하고 노동자들의 이동

이 심하며, 생산물이 부패성이 강하다는 특이성을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 농촌에서 농업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약 2백만 명에 이른

다고 한다. 이 중 거의 70%는 무비자 형태로 있다. 와인산업계는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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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주리 와인산업 관련 정책

  미주리 와인산업 업계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포도 생산의 어려움과 노동력 

부족, 외부와의 심화된 경쟁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정

부는 새로운 정책들을 펴고 있다.

  미주리의 경우도 농업과 주류와 관련된 정책들이 와인산업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와인 세금이다. 그리고 경제개발부

Wine and Grape Production Tax Credit Program이 와인산업과 직접적인 관계

가 있다.

2.1. 미주리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포도 재배가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

도 재배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은 일반 농업에 관한 지원책들과 동일하다. 그중 

포도 재배와 연관이 깊은 프로그램들은 와인 세금(wine tax), 지원금(grants), 대

출(loan), 세금 감면(tax credit)으로 구분된다.

2.1.1. 와인 세금(wine tax)

  와인 세금은 미주리 와인산업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현재 와인을 

판매할 때마다 갤런당 12센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마련된 자금은 

미주리 와인과 포도 프로그램(Missouri Wine and Grape Program)에 지원되고 

있다. 

  이 지원금은 미주리 와인과 포도 위원회(MWGB: Missouri Wine and Grape 

Board)로 지원되어서 활용되고 있다. 이 돈은 미주리 포도, 와인, 주스를 위한 

연구, 품종개발, 홍보 등에 사용된다. 세금을 거두기 위한 법은 1984년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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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갤런당 4센트씩 부과하였다. 이후 1988년 갤런당 

6센트로 상향 조정했으며, 2002년부터 12센트를 부과하고 있다.

2.1.2. 지원금, 대출, 세금 감면

  지원금의 경우, Missouri Value-Added Grant Program, Organic Certification 

Cost Share Program, Specialty Crop Block Grant Program이 포도 재배와 연관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출의 경우는 Agribusiness Revolving Loan Fund, 

Beginning Farmer Loan Program, Missouri Value-Added Loan Guarantee 

Program이다. 세금 감면 프로그램으로는 Agricultural Product Utilization 

Contributor Tax Credit, New Generation Cooperative Incentive Tax Credits이 

해당된다.

2.2. 미주리 경제개발부(DED: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의 Wine 

and Grape Production Tax Credit Program

  미주리 경제개발부에서는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에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것은 Wine and Grape Production Tax Credit 

Program이다. 와인과 포도 생산 세금우대 프로그램(Wine and Grape Production 

Tax Credit Program)을 통해서 포도 재배농가와 와인 생산자들이 필요로 하는 

설비와 자재들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포도 재배농가와 와인 생산자들이 새로운 설비와 자재를 구입

하고자 할 때 구입가의 일부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설비와 자재를 구입할 

경우, 구입가격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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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주리 와인산업 지원체계

  미주리 와인산업의 지원체계는 와인 세금(wine tax)을 통해 와인산업을 지원

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한다. 이 자금을 운영할 주체로서 미주리 와인과 포도 

위원회(MWGB: Missouri Wine and Grape Board)를 설치하여 미주리 와인산업 

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MWGB는 와인 세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미주리 대학에 있는 포도와 와인 연

구소(GWI: Grape and Wine Institute)가 수행하는 와인 연구와 품종개발, 품질

향상 연구 등에 지원한다. 그리고 미주리 와인에 대한 홍보를 위한 활동에도 

지원하고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GWI와 함께 포도 재배와 양조에 관한 과학기술 연대

(VESTA: Viticulture E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Alliance)가 미주리 주립

대학에서 포도 재배 농가와 와인 제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 활동으로는 미주리 포도 재배농가협회(MGGA: Missouri 

Grape Growers Association)와 미주리 와인양조협회(Missouri Vintners Association)

가 매년 미팅을 통해 정보교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주리의 와인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는 와인 세금을 통한 안정

적인 자금 확보, 이 자금을 통한 연구 및 홍보 강화, 미주리 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민간 단체를 통한 소통 강화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라 할 수 있다.

3.1. 미주리 와인과 포도 위원회(MWGB: Missouri Wine and Grape Board)

  MWGB는 10명의 위원과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주리 포도,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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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를 위한 연구, 품종개발,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1984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자문기구에 불과했으며, 2005년부터 현재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미주리 와인 판매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 이 세금은 갤런

당 12센트가 부과되고 있다. 

  위원회는 도소매상, 식당, 일반 대중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주리 와인에 대해 

홍보와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의 목표는 미주리의 와인, 포도, 

포도주스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주리 기후와 토양에 적합

한 포도품종 개발, 와인 양조기술 개발을 위해 포도와 와인연구소(GWI: Grape 

and Wine Institute)를 지원하고 있으며, 와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미주리 

와인기술협력단(Missouri Wine and Technical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이 협

력단은 미주리와 미국 중부지역의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들이 서로의 제품

그림 5-1.  미주리 와인산업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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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이들 와인에 대한 블라인드 테스팅도 할 수 있게 하는 

워크숍 등을 마련해 준다. 이런 것을 통해서 와인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

극도 주고, 포도 재배에 대한 다양한 경험도 나눌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와인을 

제조하는 와이너리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간 회원비는 15달러 정도이다.

3.2. 미주리 대학의 포도와 와인 연구소(GWI: Grape and Wine Institute)

  GWI는 미주리와 중부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와인 제조와 포도 재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교육생들이 미주리 기후와 토양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

육도 시켜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주리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재배법, 병해충 

저항성이 높고 생산량이 많은 품종 개발, 병해충 방제 기술, 근경(rootstock) 개

발, 발효와 와인 제조 기술 개발, 와인에 대한 보관, 관리 및 서비스 향상 등

이다.

  이 연구소의 연구비와 운영비는 미주리 와인과 포도 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연구에 지원되는 펀드는 포도와 와인에 대한 연구, 교육 및 마케팅을 위

한 명목으로 와인 판매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연구소는 미주리 

콜롬비아 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다.

  연구소 인력은 7명의 연구진과 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7명의 연구진 

중 4명은 미주리 콜롬비아 주립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3.3. 포도 재배와 양조에 관한 과학기술 연대(VESTA: Viticulture E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Alliance)

  VESTA는 미국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미주리 

주립대학,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 포도농장, 와이너리들과 파트너십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각 파트너들과 포도 재배와 와인 제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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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교육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다.

  VESTA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기관, 정부, 산업계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포

도 재배, 양조, 와인 비즈니스, 기업가 정신에 관한 학습시스템을 정립하는 것

이다. VESTA는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강의는 온라인 상의 

동영상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포도농장, 와이너리, 양조장 등에서 실습도 함께 

이루어진다.

  미주리에서는 미주리 주립대학(Missouri State University-West Plains)이 중

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교육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3.4. 미주리 포도 재배농가협회(MGGA: Missouri Grape Growers Association)

  MGGA는 비영리단체로서 활동 목적은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새로

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정보에 대한 학습을 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둘째, 포도 재배 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들이 이

루어지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 미국 중부지역의 포도 품종을 홍보한다. 넷

째, 포도와 와인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파트너십과 

커뮤니케이션 포럼을 통해서 회원 간의 가치를 높인다.

  MGGA는 The Grape & Wine Exchange라는 온라인 포럼을 운영하면서 포도 

재배농가와 와인 생산자들과 새로운 정보들을 교환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정기

적인 미팅인 MGGA Annual Meeting & Field Day를 마련하여 선진 사례와 새

로운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로 활용하고 있다. 

3.5. 미주리 와인양조협회(Missouri Vintners Association)

  와인양조협회는 와이너리 소유주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포도 재배농가 단체

인 MGGA와 MWGB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협회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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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대한 로비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미주리 와이너리에 직간접적으

로 연관이 되는 법안이 마련될 때 적극적인 와인양조협회의 의견을 개진하다. 

  또한 매년 정기적인 모임인 Annual Meeting을 개최하여 회원 간 정보 교환

도 하고, MGGA 회원들과도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대해 논의도 하고, 와인 판매도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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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시사점

  19세기에 융성했던 미주리 와인산업은 1919년 술제조 금지령에 따라 거의 

붕괴되었다. 이후 금지령이 해제되면서 부분적으로 와인 제조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 이후부터 미주리의 와인산업이 다시 성장하고 있다. 이는 농업자원

을 활용한 산업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주리 포도농가는 425농가로서 전체 농가에서 0.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

고 포도와 와인 판매액은 미주리 전체 농산물 판매액에서 0.003%를 차지하는 

소규모에 속한다. 미주리의 와인 생산량은 2013년 125만 갤런(약 473만 리터)

으로 미국에서 14위에 해당된다. 1위인 캘리포니아의 약 7억 2,800만 갤런(약 

27억 5,900만 리터)의 0.17%에 불과하다. 미주리의 와이너리 수는 약 128개 정

도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소규모에 속하는 미주리 와인산업의 성장

은 규모가 영세한 우리나라에도 좋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주리 주정부에서 와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 중 핵심은 와

인 세금이다. 그리고 경제개발부의 Wine and Grape Production Tax Credit 

Program이 와인산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와인 세금은 와인을 판매할 때마다 갤런당 12센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미주리 와인과 포도 프로그램(Missouri Wine and Grape 

Program)에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미주리 와인과 포도 위원회로 지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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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자금이 미주리 포도, 와인, 주스를 위한 연구, 품종개발, 홍보 등에 사용

된다. 

  미주리의 와인 생산지역은 대부분 7개 지역으로 나눈다. 7개 지역은 Augusta 

region, Hermann region, Ozark Highlands region, Ozark Mountain region, 

Southeast region, Central region, Western region인데, 이 중 4개 지역(Augusta 

region, Hermann region, Ozark Highlands region, Ozark Mountain region)만 미

국의 와인용 포도 재배 공인지역(AVA: American Viticultural Areas)으로 지정

되어 있다.

  2013년 미주리 와인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조 9천억 원(17억 6천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리 와인산업은 와이너리와 와인 생산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2009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미주리 주의 와이너리 수는 2009

년에 97개이던 것이 2013년에는 128개로 약 32%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와인 

생산도 2009년에 49만 2천 상자에서 2013년 52만 6천 상자를 생산하여 약 7%

의 성장을 이루었다. 미주리 와인산업 성장에서 가장 큰 부분은 와인 관광과 

소비자들의 와인 수요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주세 및 무역위원회(TTB: Alcohol 

Tax and Trade Bureau)에 따르면, 미주리는 2013년에 미국에서 14번째로 와인

을 많이 생산한 곳으로 발표되었다.

  미주리 와인산업의 지원체계는 와인 세금을 통해 우선 자금을 확보한다. 이 

자금을 운영할 주체로서 미주리 와인과 포도 위원회(MWGB: Missouri Wine 

and Grape Board)를 설치하여 미주리 와인산업을 컨트롤하도록 하고 있다. 

MWGB는 와인 세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통해 미주리 대학에 있는 포도와 와인 

연구소(GWI: Grape and Wine Institute)가 와인 연구와 품종개발, 품질향상 연

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주리 와인에 대한 홍보를 위

한 활동에도 지원하고 있다.

  포도 재배와 와인 제조에 관한 교육은 GWI와 함께 포도 재배와 양조에 관한 

과학기술 연대(VESTA: Viticulture E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Alliance)

가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 활동으로는 미주

리 포도 재배농가협회(MGGA: Missouri Grape Growers Association)와 미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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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양조협회(Missouri Vintners Association)가 매년 미팅을 통해 정보교환 등

의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주리의 와인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는 와인 

세금을 통한 자금 확보, 이 자금을 통한 연구 및 홍보 강화, 미주리 대학과 연계

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민간 단체를 통한 소통 강화가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미주리 와인산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인 자금 확보. 와인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이 세금을 통

해 확보되고 있다는 점이다. 육성 대상이 되는 와이너리 등 와인 제조자들과 

소비자들이 납부한 세금을 자금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자발성과 지속성을 담보

할 수 있다. 와인 세금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안정된 연구와 품질향상, 홍보,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둘째,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연구기관의 존재. 미주리 대학의 포도품

종, 병해충 방제, 와인 연구 등을 통한 포도농가와 와이너리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원이다. 단순히 연구를 한다는 차원을 떠나 미주리 기후에 맞는 품종을 

연구하고, 현재보다 나은 품질과 독특한 풍미를 지닌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 꾸

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의 중점 대학인 미주리 대학에 연구소를 설

치함으로써 연구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연구에 

소요되는 연구비는 와인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활용함에 따라 연구가 안정

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안정적인 현장 중심의 교육과 신뢰할 수 있는 교육 주체. 연방정부의 

포도와 와인에 대한 교육지원(VESTA) 시스템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연방정

부와 지역대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포도 재배와 와인 제조에 관심 있는 사

람들에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온라

인 강의를 중심으로 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질 좋은 강의를 수

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대학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 주는 사례

라고 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네트워크화. 와인 트레일(wine trail)과 같은 것을 만들어 산재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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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너리를 네트워크화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주리만 해도 생산지역이 7개 지역으로 나뉜다. 이것을 점적인 조직으로 두지 

않고 네트워크화해서 선과 면을 연결하여 프로그램화했다. 따라서 미주리 와이

너리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다양한 와이너리와 와인들을 접할 수 있게 된다. 네

크워크화, 프로그램화 등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와이너리 간의 협력도 증진

시키고 있다.

  다섯 번째, 가족경영을 통한 경영의 지속성과 역사성 유지. 미주리 전역에 산

재한 와이너리들은 대부분 중소규모이다. 일부 대규모의 와이너리도 있다. 그

러나 규모를 떠나 이들 와이너리들은 대부분 가족경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것은 와이너리 경영의 지속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부모가 와이너리를 

오픈하고 자식들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포도 재배, 와인 제조, 마케팅 등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경영계승이 원활히 이루어짐에 따라 

와이너리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는 이러한 역사와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 와이너리를 꾸준히 찾아간다. 얼마나 지속적이고 꾸준히 이어지느냐가 와

인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와인

산업과 와이너리는 어느 정도의 역사를 지녔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아직은 어

린아이 단계이다. 지속적인 경영을 통해 역사를 쌓아가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관련 주체마다 기본에 충실. 정부, 생산자 단체, 연구소, 위원

회 등이 각자의 역할과 기본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 안정적

인 자금을 확보하고, 위원회는 이 자금을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하고, 연구소에서

는 각 대학의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살려 지역에 맞는 품종과 독특한 와인을 만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산자들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꾸준한 학습을 이

어가고 있다. 교육기관도 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역연구소에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소장을 

맡는다든지, 지역대학과의 신뢰가 없어 연계를 강화하지 못한다든지 등 제 역

할에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지역대학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서로 간의 신뢰 형성이 미흡한 우리로서는 배워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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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2위였던 미주리 와인산업이 몰락의 길을 걷다 다시 성장하고 있다. 

싸고 질 좋은 수입산 와인이 더 많이 수입되고 있고, 캘리포니아나 워싱턴 주에

서 생산되는 미국 내 다른 와인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음에도 다시 살아나는 

추세이다. 관광과 연계하고, 주정부의 지원, 연방정부의 지원, 대학의 충실한 

연구지원 등 기본에 충실히 투자해 온 결과다. 

  “와이너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wineries don’t happen over-

night)”라는 말처럼 와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산업들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며 긴 

안목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도 지금부터 차근

차근 10년, 20년, 30년을 투자하면 우리만의 독특한 와인산업을 육성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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