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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먹는 쌀

자연 그대로의 신선함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저온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남한강 맑은 물이 드리운 땅

그 건강함을 먹고 자란 

충주 미소진 쌀

저온으로 신선함을 지키다

신선함이 밥맛을 살리다

“신선한 맛으로 미소를 전합니다”



자연의 생생함을 지키다

출처 : 두산백과 - 추청벼

튼튼한
낱알

높은
투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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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밀로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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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온도

윤기와
찰기있는

밥맛

충청북도 충주

때가 묻지 않은 맑은 강물과 눈 부신 태양

풍요로운 바람이 머무는 건강한 땅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논

오랜 시간 바른 마음을 담아온 그곳에 건강한 벼가 싹을 틔웁니다

미소진 쌀은 자연 그대로의 생생함을 전하기 위해

자연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한톨 한톨
소중하게 빚은
충주 미소진 쌀

忠北 忠州

주요품종 : 추청벼(아끼바레)



새로운 변화와 도전!

하나의 법인으로 힘을 합치다
충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쌀 수입 개방 및 유통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경영 안정 도모 및 비용의 최소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6개 농협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2009년 9월 설립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

협업을 통해 방법을 찾다
충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충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자연을 연구합니다

자연이 아닌 것은, 쌀을 위한 것도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쌀을 위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더 밝은 미래를 찾습니다

품종 순도 검정미질 및 식미 검사 재배 지도토양 검정 농업 미생물 연구 우수농업 인력 육성

2015년 12월 기준  (단위 : 톤)

소재지

주덕읍(RPC)

용관동(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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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품질을
중앙 냉각기를 통한 미곡처리

저온 저장(원료) : 품질 유지

저온 가공 : 도정 수율 및 식미 향상

중앙 냉각기 저온 저장 저온 도정

21

건강한
볍씨에서
부터

냉각기를 포함하여, 분배기, 

분사구가 RPC 전체에 설치되어 

저장 및 도정 시 저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온도와 상대습도를 관리하고 

저온에서 

벼의 호흡을 억제해 벼가 지니고 

있는 성분을 소모하게 하지 않고 

품질을 유지 시키면서 

현미에서 백미에 이르기까지 

저온으로 유지하여 수율을 높이고 

식미를 향상 하는 도정 

시스템입니다.

알차게 살리다’
저온관리시스템(저장, 도정, 보관)

맛있는
쌀에

이르기까지
저온 보관(제품) : 물리적·화학적 변화 방지

품위 저하 최소화

철저한 이물질 선별 자동 포장 저온 보관

3 4 5

석발기, 입선별기, 

현미색채선별기, 백미 색채선별기, 

이물선별기, 진동선별기, 

유하식선별기 등 다양한 이물질 

선별 과정을 갖추어 안심, 안전한 

자동포장기, 로봇자동적재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진 자동 포장부는 

신속하고 정확 하게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저온으로 

보관함 으로써 포장된 쌀의 호흡을 

억제해 쌀의 품위 변화를 

최소화시킵니다.



생생하게 지켜낸
행복한 미소를

식탁에 올립니다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최고 브랜드 대상 수상

건강은 지키고, 입맛은 살리다!

저온방아쌀

저온으로 생생하게 지켜내어 더욱 신선한

맛과 품질을 느낄 수 있는 대표 충주 미소진 쌀입니다

10 kg

처음맛선

그해에 수확한 맛 좋은 햅쌀만을 담아

소중한 사람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드립니다

10 kg  |  5 kg

쌀눈현미 / 찹쌀현미 / 찹쌀

생생하게 지켜낸 미소진에 건강함을 더해 영양 가득~ 정성 가득~

사랑하는 가족에게 건강함을 전합니다

10 kg  |  5 kg  |  1 kg

추청쌀

윤기와 찰기가 있어 밥맛이 우수한 추청벼와 정성의 만남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쌀을 이야기합니다

20 kg  |  10 kg  |  5 kg

햇살든미소

눈 부신 햇살 아래 수확한 맛 좋은 쌀로 햇살처럼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20 kg  |  10 kg  |  5 kg

남한강쌀

남한강의 맑은 물과 건강한 땅에서 자란 품질 좋은 쌀을

정성으로 담았습니다

20 kg  |  10 kg  |  5 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