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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꽃은 1억 5천만 년  지구상에 나타나, 수렵채집을 하던 인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시작한다. 그리고 꽃은 인간에게 상징(symbol)이자 언어, 술이자 문화로 

인간의 희로애락의 자리에 늘 함께 하는 작은 선물이 된다. 꽃은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했다. 세계 꽃 시장 규모는 약 46조 원 가량이며 네덜란드는 국제 

교역의 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별 꽃 소비량은 경제수 과 높은 상 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꽃 소비 트 드는 획일화된 꽃에서 맞춤형 꽃으로, 

패션에서 기능성까지 추구하며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꽃 산업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약 1조 원 가량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꽃 유통은 재래

시장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  도매시장을 통한 꽃의 유통은 체 18%밖에 

되지 않는다. 꽃을 사치품으로 인식하는 문화로 인해 꽃 소비가  으며, 장미 한 주당 

1,000원이 넘는 로열티를 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화하는 트 드 속 산업으로서 꽃은, 아름다움의 패션(Fashion)이자 다양한 기능성

(Function)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패션(Fashion) : ① 인간의 미  감각과 트 드에 

발맞춰 끊임없이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고 있으며, ② 꽃잎마다 색이 다른 무지개 

꽃과 밤에 빛을 내는 야 장미 등, 다양한 가공을 통해 꽃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 

되었다. ③ 꽃놀이는 하나의 색다른 축제로 문화 외교이자  산업으로 변신하고 

있으며, ④ 꽃은 자연과 공간, 사람이 어우러진 종합 디자인으로 발  이다. 지역을 

디자인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취미로만 여겨지던 꽃꽂이는 명품 공간

디자인으로 변신한다. 기능성(Function) : ① 이제는 먹는 꽃이다. 화려한 색만큼 

다양한 성분을 지닌 꽃은 웰빙 열풍 속 ‘아름다운 건강 음식’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② 한 꽃의 아름다움은 화장품으로 만들어 훔치고, 꽃향기는 향수에 담는다. ③ 

꽃이 주는 공기정화는 아름다움의  다른 선물로, 이를 한 다양한 실내용 정원이 

개발되고 있으며, ④ 꽃은 색과 향기로 우리를 치료하는 원 치료와 아로마 테라피로도 

활용되고 있다. 

  패션이자 기능으로 꽃이 새롭게 변신하는 지 , (1) 꽃 산업 외연 확 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1차 산업에서 문화와 트 드에 맞는 패션 개념으로, 

상용에서 기능성까지,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2) 꽃 수출 1억 불 시 를 

맞이하여, 꽃을 세계 속 수출 략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반경 

2,000km 내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43개라는 사실은 우리가 ‘아시아 지역의 

물류 허 ’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재래시장 주의 꽃 유통을 신선도 유지 

시설과 투명한 경매체계를 갖춘 공 시장 심으로 선진화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 

꽃 시장 트 드를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꽃 유통회사의 육성도 고려해 볼만하다. 

(4) 이제는 사치가 아닌 삶의 일부로서의 꽃 소비문화를 정착하여 더욱 풍부한 삶을 

하는 아시아의 꽃 강국으로 새로 피어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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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꽃 이야기

꽃의 탄생

 □ 꽃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약 1억5천만 년 인 백악기 엽으로, 

수렵을 하던 인류가 자연 으로 발견하여 이용하 을 것으로 추정

   ○ 충북 청원군 두루  동굴 입구에서 20만 년 의 진달래 꽃가루가 

발견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의 꽃 이용 역사로 기록

    - 그동안 가장 오래된 역사로 알려져 있던 이라크의 샤니다르  

동굴에서 검출된 4만 년  꽃가루 화석의 기록을 경신

세계에게 가장 오래된 꽃 유  (두루  진달래 꽃가루)

 ▷ 충북 청원군 구석기 유 지인 두루  동굴의 입구 모서리에서 진달래의 꽃가루 
157개가 검출  

  - 꽃가루가 검출된 토양은 진달래가 자생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미 20만 년 부터 
인류가 꽃을 생활에 이용했다는 증거

  - 4만 년 에 사망한 ‘흥수아이’1)라고 이름 지어진 어린아이의 유골도 동굴 근처에서 
발견되어 아시아 구석기 문화의 빛으로 불렸으나 재는 석회암 산채굴로 인하여 
완 히 괴

꽃의 상징성

 □ 꽃은 아름다움과 향기로 인해 다양한 상징  의미들이 부여되었고, 

그 상징과 더불어 ‘식물’ 이상의 의미로 존재

   ○ 다양한 꽃에는 마다의 특징에 맞는 상징  의미가 부여되곤 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은 꽃으로 의미를 달하고 마음을 표

      * 국에는 의미를 지닌 꽃을 통해 마음을 하는 ‘화훼어(花卉語)’가 존재

   ○ 세 유럽의 귀족들은 자신의 가문을 표시하는 문장(紋章)으로 

검(劍), 방패 이외에 꽃을 이용

     * 잔다르크로 유명한 100년 쟁은 ‘장미 쟁’이라고도 불리며 백장미와   

홍장미를 문장으로 하는 가문들 간의 쟁

1) 1983년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어린아이 유골, 김흥수 씨가 발견하여 ‘흥수아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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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과 술

 □ 꽃은 인간에게 술  감을 주며 그림, 시, 조각, 공 , 음악 등의 

소재로 사용되었고, 그 자체의 아름다움은 원 미학을 탄생

   ○ 화려하게 피었다 곧 시드는 꽃의 일생과 그 아름다움, 향기 등은 

인간에게 다양한 감을 주며 많은 술 작품을 탄생

    -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햄릿’에서 기억을 로즈마리로 비유하는가 하면, 

제비꽃으로 ‘슬픔’을 표 하며 다채로운 문학  표 을 구사

   ○ 꽃을 소재로 많은 술작품과 생활 공  등이 탄생하 으며,  

꽃꽂이, 꽃장식, 조경 등 원 미학도 발

꽃과 문화

 □ 꽃은 을 알리는 기쁜 소식으로 꽃이 피는 계 에는 늘 꽃놀이를 

즐겼으며, 꽃은 인간의 삶 속 일부로 자리매김

   ○ 꽃을 구경하는 문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으며, 철마다 

꽃놀이를 즐기며 계 을 만끽

   ○ 꽃은 인간의 삶 속 '특별한 순간'과 다양한 행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하나의 문화이자 삶의 일부로 존재

     * 서양의 결혼식에는 신부가 '부 '를 들었으며, 우리의 통 결혼식엔 신부가 

꽃가마를 타고 등장

      * 고  이집트 '투탕카멘'의  안에서는 수 국화 꽃다발이 발견되어, 남편을 잃은  

어린 왕비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비한 최후의 선물로 추측

해바라기 그림(고흐) 수 국화 통 혼례상(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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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과 꽃

 □ 꽃은 우리 민족의 일상생활 속에도 스며들어 풍습이자 문화, 술로서 

자리매김

   ○ 국 사기(史記)에 고조선시  궁궐에서 기화요 2)를 길 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훨씬 부터 꽃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

   ○ 단오 에는 창포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음력 9월 9일 구 에는 

국화를 즐기는 행사 개최

   ○ 꽃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상징  의미를 부여하여 철학에서부터 

문학, 회화, 생활용품의 장식에까지 활용

    - 사군자로 지칭하는 매란국죽(梅蘭菊竹), 부귀· 화의 상징인 모란꽃 

등이 주로 문학과 회화에 사용

 □ 우리 민족은 역사 으로 꽃을 나라의 상징으로 삼고 왕실의 문양으로도 

활용

   ○ 고구려를 상징하는 꽃은 벚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구려 기와 

등에 벚꽃을 상징하는 문양이 등장 

   ○ 고려의 나라 꽃은 연꽃으로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울 때부터  

불교를 근본으로 한 것에 향

   ○ 조선의 경우에는 오얏꽃(자두꽃)으로 조선 왕족의 성(姓)인 이(李)에서 

유래되어 한제국의 상징 꽃으로도 활용 

 
한제국의 상징 이화(梨花)

 ▷ 19세기 말 국권수호를 한 고종황제의 자주  민족  

의식의 표

  - 고종황제의 상화에 보면 단추 등에 이화문장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으며 고종의 어차 번호 에도 이화문양이 

새겨져 있음 

2) 기화요 (琪花瑤草), 신선들의 세계에서 핀다고 하는 옥같이 고운 돌이 핀 구슬같이 아름다운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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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꽃 산업

 □  세계 꽃 생산액 규모는 약 46조 원(‘09년) 가량이며, 국제 꽃 교역량은 

200억 달러 정도로 추정

   ○ 유럽에서 네덜란드, 독일, 국, 랑스 등이 주요 생산국이며, 

생산액은 네덜란드가 37억 유로(약 5조5천억 원)로 가장 많음

   ○ 꽃 국제 교역량은 2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우수한 품종, 생산기반 

 시설, 물류시스템을 보유한 네덜란드가 허  역할을 수행

    - 네덜란드 화훼경매 회(VBN)는 국내외 무역을 총 하며 다양한 

정보  트 드를 수집, 분석하여 각 경매장에 제공

    - 세계 최고 꽃 유통 회사인 네덜란드의 Flora Holland는 6개의 경매장을 

통합하여 운

   ○ 최근에는 좋은 기후, 낮은 인건비와 물류비 등의 장 을 활용하여  

콜롬비아, 에콰도르, 냐, 국 등이 꽃 수출국으로 부상

세계 꽃 생산 황

구   분 계 유럽 동 아 리카 아시아 북미 남미

재배면 (ha) 702,383 48,705 4,026 7,604 523,829 21,067 97,152

생산액(백만 유로) 26,196 10,843 220 634 7,608 5,450 1,441

(‘09 기 )

   자료 : International Statistics Flowers and Plants 2010
 

세계 꽃 산업의 허

▷ 세계 최 의 꽃시장 네덜란드 알스미어 경매장

 - 매일 8천만 송이의 꽃과 200만 개의 화분이 유통되며 

6만 건 이상의 경매가 성사(연 매출액 2조 원 이상)

 - 우수한 물류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생산 꽃뿐 아니라 

계무역을 통해 세계 꽃 시장의 허 역할을 수행

 - 최근에는 신용을 토 로 하여 물건을 보지 않고 경매를 

하는 사이버 경매시스템 도입으로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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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꽃 소비량

 □ 꽃 산업은 국민의 정서생활을 비롯한 정신 ․육체  건강에 이바지

하며, 문화 수 이 높은 국가일수록 꽃 소비가 많음

   ○ GDP나 GNI가 담지 못하는 문화생활의 수 을 비교하기 하여 

국가 문화생활의 척도로 1인당 꽃 소비량을 활용

   ○ 경제수 이 높을수록 꽃 소비액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데, 1인당 

GNI가 10% 증가하면 화 소비액도 9.1% 정도 증가

      
세계 꽃 산업 트 드

 □ 획일화된 꽃에서 나만의 맞춤형 꽃으로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꽃의 새로운 용도와 기능성이 부각

   ○ 꽃 산업은 패션산업에 비할 정도로 기호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국제  품종개발 경쟁이 치열

   ○ 품종개발뿐 아니라, 매직장미와 무지개꽃 등 다양한 가공기술을 

활용한 꽃의 변신이 시도 

   ○ 삶의 질을 추구하는 트 드에 발맞춰, 꽃이 주는 정서 ·신체  

효능을 활용하는 아로마 테라피, 원 치료의 인기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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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꽃 산업

 □ 우리나라 꽃 산업은 ‘80년  이후 격히 성장하여 재의 생산 

규모는 약 1조 원 수 으로 추정

  ○ 꽃 산업의 성장은 수출이 견인차 역할을 하여 수출액이 ’90년 

140만 달러에서 ’10년에는 10,300만 달러로 증가

    * 농업생산액  꽃 생산액 비  : ’80년   0.2～0.6% → ’00년  2.1～2.9% 

    * 꽃 농가 수 비  : ’80년 0.1% → ’09년 0.9%

 □ 우리나라 꽃 유통은 재래시장 주의 유통구조로, 도매시장 186개 

가운데 공 도매시장은 양재동 화훼공 장 등 6개소에 불과

   ○ 공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하여 유통되는 꽃의 양이 18% 정도로 

규격화와 농가의 안정 인 로 확보가 어려움

   ○ 농가의 기술수 은 국제수 에 근 해 있으나 고품질 꽃 생산에 

한 소득의 인센티 가 없어 수량 주로 생산  

 □ 꽃을 사치품으로 인식하여 소비액이 소득 비 낮은 수 이고, 수입 

품종의 재배로 로열티를 해외에 지불하는 상황

   ○ 우리나라 연간 1인당 꽃 소비량은 20달러 정도로 세계 23 의 

수 이며, 행사용 비 이 80%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실정 

    ○ 로열티 지불액은 ‘09년 총 135억 원 정도로, 재 국산 품종의 

보 률은 8% 수  (장미 18%, 국화 15%, 난 4%)

     * 장미 1,000～1,430원, 거베라 500～700원, 난류 500～700원을 한 주당 로열티로 지

미스김 라일락의 역습

 ▷ 종자 보존  개발의 요성을 보여  미스김 라일락

  - 북한산 백운 의 수수꽃다리 종자가 1954년 미국으로 

들어가 미스김 라일락이라는 원 용 품종으로 개량

  - 미국 라일락 시장의 30%를 장악하고 기야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으로 역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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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꽃의 새로운 변신

꽃 = 패션 + 기능

 □ 꽃(Flower)은 아름다운 패션(Fashion)이자, 다양한 기능성(Function)으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방향으로 변신 

   ○ 패션(Fashion) : 꽃은 인간에게 심미  즐거움을 제공하는 하나의 

패션으로, 시 흐름의 요구에 맞게 차 다양화되며 진화

    - 다양하고 아름다운 품종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가공을 통해 

꽃의 색이 변하는 마술 꽃이나 시들지 않는 보존화 등이 등장

    - 꽃의 사회·문화  가치가 부각되어 세계 인 꽃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꽃이 단순한 장식을 넘어 공간 디자인 산업으로 발

   ○ 기능성(Function) : 꽃의 성분과 향기 등 기능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

    - 웰빙 열풍 속에서 부각되고 있는 자연친화  건강식품인 식용꽃과 

꽃의 유효 성분과 향을 활용한 화장품과 향수

    - 공기정화기능을 강화한 환경정화용 꽃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원 치료와 아로마 테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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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새로운 품종

꽃의 비 , 진화하는 꽃

 □ 재의 ‘꽃’은 수천 년 간 인간의 미  감각이 지속 으로 투 되며 

더욱 아름답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술작품

   
   ○ 18세기 이후 꽃은 육종기술의 도움으로 품종, 모양, 화색 등이 

폭발 으로 증가하여 명실상부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

       - 세계 으로 가장 인기 있는 꽃인 장미는, 수 세기에 걸친 육종가의 

노력으로 재 1만 5천 종에 달하는 품종이 존재

 
불가능은 없다, 블루 로즈

 ▷ 꽃말이 ‘불가능한 는 있을 수 없는 것’인 란 장미

  - 문학과 술에서 원한 사랑을 뜻하기도 하는 란장미가 

인간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탄생

  - 일본 산토리社에서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란 

장미를 개발함으로써 인간의 노력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증명(일반장미의 7∼10배 가격으로 매 )

 □ 꽃은 문화와 트 드에 민감한 산업으로 소비자의 요구와 취향을 

맞추기 해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며 발  

   
   ○ 더 나 추 에도 응이 강하여 재배가 쉽고, 트 드에 맞는 미와 

향기를 지닌 꽃들이 탄생

       - ‘05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국화 ’백마‘는 무더 에도 재배가 

가능하며 화 수명이 길고 선명한 흰색으로 인기

        * 국화 종주국인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아 '10년부터 3년간 1,800만 달러 수출 

계약('10.11 매경TV)

       - 국산 장미 품종 ‘펄 드’은 긴 화 수명과 아름다움으로, 일본 

오오다(大田) 경매장에서 송이 당 100엔에 경락

        * 스탠다드형( 화용) 장미의 일 수출 평균 경락(競落)가격 : 50∼60엔/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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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다양한 가공

꽃의 화려한 변신

 □ 꽃의 아름다움에 다양성을 덧입힌 다양한 가공 꽃이 등장 , 

새로운 수요와 부가가치를 창출

   ○ 하나의 꽃에서 다양한 색을 볼 수 있는 ‘무지개 꽃’은 기존 꽃에 

비해 화려하면서도 나만의 꽃이라는 느낌이 강해 높은 인기 

    - 일본에서 30송이에 35,000엔으로 매 되는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 ‘마술 꽃’(Magic Flower)은 온도나 빛 등의 주변 환경에 따라 꽃잎

색이 변화하는 꽃으로 고부가가치 가공기술의 표 사례

    - 국내 농가가 개발한 매직로즈는 송이 당 5,000원 정도(일반장미의 

4배)로 매되며 ‘09년부터는 해외로 시장을 확장(80만 달러)

   ○ 온도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색으로 변화하는 ‘카멜 온 꽃’과, 밤에 

빛을 내는 ‘야 장미’도 등장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 꽃의 아름다움을 오래 보존하고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으로 

건조화와 압화(押花)를 거쳐, 보존화 기술이 탄생

   ○ 꽃 본래의 모양과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2~3년간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보존처리 시 다양한 가공이 가능하다는 장

    - 보존처리 과정에서 스텔 톤 등으로 색을 변신시킬 수 있고, 꽃에 

씨나 그림도 새길 수 있어 이벤트나 소장용으로 인기

다양한 색의 무지개 꽃 어둠 속 빛나는 야  꽃 씨를 새긴 보존화



RDA                    8호

10 

interr●bang

FASHION 색다른 축제

축제로 즐기는 아름다움

 □ 꽃을 테마로 한 축제는 세계 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자연과 

교감하는  산업으로 발  

    ○ 정원의 나라로 불리는 국에서 열리는 첼시 라워쇼는  세계 

정원문화의 흐름을 한 에 볼 수 있는 가장 큰 꽃 축제의 하나

     - 이외에도 미국 필라델피아 라워쇼, 네덜란드 알스미어 국제 꽃

박람회, 캐나다 빅토리아주(洲) 부챠드 가든 등이 국제 으로 유명

 
   ○ 우리나라에서도 정읍의 자생화 축제, 화개장터의 벚꽃축제, 평 

메 꽃 축제, 고성 라벤더 축제 등 다양한 꽃 축제가 진행 

 □ 문화의 시기인 21세기에 세계  라워 쇼와 꽃 박람회는 하나의 

문화 외교이자  산업으로 요도가 차 증가

   ○ 세계  꽃 축제 참가  개최를 통해 우리 꽃의 아름다움을 리 

알리고, 우리 꽃의 세계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 국제 인 꽃 축제, 박람회 등의 개최는  수입은 물론 꽃 수출의 

활성화 효과도 제공

           * ’09년 고양 국제꽃박람회의 기간 동안 체결된 꽃 수출 계약은 총 3,001만 

달러로 ’08년 체 꽃 수출액의 39.4%를 차지

 
세계 3  꽃 축제

 ▷ 200년의 역사를 지닌 국 런던의 첼시 라워쇼

  - 개최기간 5일간의 입장수입만 120억 원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상품

 ▷ 네덜란드의 큐 호  꽃 축제

  - 유럽의 을 알리는 표  축제로 매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용 여행상품이 있을 정도로 유명

 ▷ 캐나다 빅토리아주(洲) 부챠드 가든  축제

  - 매년 130만 명이 방문하는 빅토리아 주 꽃송이 세기와 
부챠드 가든  축제는 북미 륙 최고의 꽃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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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공간 디자인

실내에서 지역디자인까지

 □ 꽃은 그 아름다움과 상징  의미로 인해 오래 부터 정신수양과 

실내 장식으로 리 활용

   ○ 꽃 장식은 꽃꽂이, 분재 등 기존의 형식을 넘어 자연과 공간, 

사람이 어우러진 종합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발  

    - 라워 데코는 단순한 꽃을 ‘명품’ 이미지의 상품으로 격상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시킨 표  사례

     * 라워 데코의 산업 규모는 국내 꽃 소비액의 세 배 이상인 1조 원 내외로 추정

□ 꽃을 이용한 공간디자인은 유럽 황실의 규모 정원이 그 효시로 

재 공간디자인의 토 를 마련

   ○ 국의 ‘자연식정원’, 랑스의 ‘정형식정원’으로 시작된 공간

디자인은 스페인의 ‘알함 라 궁 ’ 등의 걸작을 탄생

    * 우리나라도 신라의 안압지·포석정, 창경궁 비원 등 고유의 정원기법이 존재

   ○ 최근에는 주5일제로 여행  휴양문화가 각 받으면서 꽃 등의 

자연을 이용한 공간디자인이 새로이 주목

    - 강원도 평의 메 꽃밭, 제주의 유채꽃밭 등은 고유의 자연  

환경(Amenity)를 활용하여 지역축제까지 연계

    
백두 간 생태수목원 (정선)

 ▷ 자연 그 로의 가치와 특색(어메니티)을 그 로 살린 공간

디자인은 세계 인 추세 

  - 강원도 정선군 석병산에 조성된 생태수목원은 멸종 기식물 

9종을 포함한 희귀 자생식물과 생태숲으로 구성

  - 주변 지형과 식물서식 환경을 그 로 살려 들꽃, 고산, 암석원, 

수생, 식·약용 식물을 보존하여 체험교육, 휴양의 장소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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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식품 소재

아름다움과 향기를 먹는다

 □ 꽃은 특유의 색과 고유의 향기로 인해 오래 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부분의 나라에서 식용으로도 활용

   ○ 우리나라는 진달래 화 (花煎), 감국화  등 계 별로 표 인 

꽃을 음식에 이용해 왔으며, 차나 술 등에도 다양한 꽃을 활용3)

    - 국에서는 화찬(花饌)이라 하여 꽃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음식을 

먹은 사실이 수당가화록(隨唐佳話 )4)에 보존

     * 세유럽에서는 꽃을 음식에 사용한 것이 매우 보편 이었으며, 주로 음식의 

향을 내거나 약 로 활용   

 □ 최근 웰빙 열풍을 타고 꽃의 화려한 색에 담긴 효능이 부각되며 

다양한 꽃 음식이 등장

   ○ 꽃의 다양한 색상을 내는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콜라겐 형성을 진하며, 베타카로틴은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 서양 들장미 열매인 로즈힙에는 오 지의 40배에 달하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세계 2차  말 어린이들의 비타민C 공 원으로 사용

   ○ 롯데백화  본 에는 ‘09년부터 식용 꽃 코 가 운 되고 있으며  

반포 메리어트 호텔 ‘모모카페’에서는 꽃을 테마로 한 요리를 매

다양한 색의 화 꽃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 꽃이 뿌려진 스테이크

3) 여름음식인 노란장미화전, 꽃잎과 녹두가루를 섞어 반죽한 후 오미자국물에 띄운 화면(花麵), 꿀물에 띄운 수면(水麵), 

봄에 어린 소나무 순을 이용해 담근 송순주, 꽃가루를 모아 꿀과 버무려 만든 다식, 국화 및 연꽃차 등이 대표적

4) ‘부녀자의 얼굴을 아름답게 해주고 얼굴이 늙지 않게 하여 궁정의 황후, 비빈, 관리 규수가 너나할 것 없이 식용하여 

민간에서 매우 광범위 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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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화장품 · 향수

꽃의 아름다움을 훔치다

 □ 꽃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성은 ‘화장품’으로 변신하여 여성의 

아름다움으로 재탄생

   ○ 과거부터 우리는 잇꽃의 꽃즙을 사용하여 연지를 만들고 분꽃으로 

분백분을 만드는 등 꽃으로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

   ○ 최근 꽃의 효능을 활용한 다양한 화장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웰빙 

트 드에 부합하며 인기가 상승

    - 장미와 풍란의 기세포, 권백 추출물 등은 피부의 세포와 탄력

회복 등에 활용되며, 라벤더와 벚꽃 등은 보습효과가 탁월

      * 인터넷 화장품 랜드 라라베시는 추운 겨울 꽃을 피우는 제주 한란의 수분력을 

활용하여 보습제품을 출시, 2개월 만에 7,000세트 매출을 달성

보다 비싼 장미 오일

 ▷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미오일 생산국, 불가리아

  - 장미를 재배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지녔다는 불가리아의 

장미계곡에서 생산되는 장미오일

  - 5월 하순부터 한달 간 생산되는 장미로 오일을 만드는데, 

장미 오일 1kg을 만드는데 장미 3만 톤이 들어가며 

장미오일은 1kg에 약 10,000달러로 매 

 □ 꽃의 향기를 원히 담아두고 싶은 마음을 담은 로랄 향수는 

18세기부터 사용되며 지속 인 인기를 유지

   ○ 다양한 화학성분의 향수가 생산되고 있지만, 여 히 꽃향기를 

담은 향수의 인기가 독보

     * 재 시 의 여성용 향수 96%, 남성용의 75%가 장미오일을 포함

    - 감귤향수, 유채꽃 향수, 자생난 향수가 상품화 되는 등 ‘우리꽃 

향기’로 만든 향수가 틈새시장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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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공기정화

실내 공기오염 해결사 ‘공기정화식물’

 □ 꽃은 천연 공기청정기의 역할과 자연 온습도 조 로, 에 지 소비 

없이도 실내 공기를 쾌 하게 유지

   ○ 꽃은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분해하여 사 작용에 

이용하고 방향성 물질과 음이온을 방출

    - 식물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은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정신을 안정

시키며 호흡기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

   ○ 실내정원은 여름철에는 약 2~3℃ 정도 실내온도를 낮추는 반면, 

겨울철에는 오히려 높이는 온도조  기능이 존재

     * 습도조 에 효과 인 식물의 종류는 이끼류〉허 류〉자생식물〉 엽류로, 

이끼류를 실내 잔디로 활용하는 실내정원 시스템이 효과

 □ 실내 원 의 공기정화 기능이 부각되며 다양한 형태의 실내정원 

상품이 등장하며 꽃의 변신이 진행

   ○ 실내 공간에 별다른 공간 차지 없이 벽이나 티션을 이용한 

수직 정원과 다양한 소형 정원 상품이 등장

    - 액자형 화분이나, 티션 정원, 테이블 용 소형 정원, 버스나 지하철에 

부착 가능한 ‘부착형 심지화분’ 등

주방의 벽면 정원 벽면 정원 거실 디자인 사례 사무실용 부착형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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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원예치료 · 아로마 테라피

꽃으로 치료하는 몸과 마음

 □ 꽃은 아름다움과 살아있는 생명력, 향기를 통해 시각· 각·후각  

방법으로 정신과 신체에 정 인 향

   ○ 꽃의 이러한 효과를 과학 으로 활용하여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원 치료와 아로마 테라피 등이 부각

    - 나리꽃 향기가 등학생의 시험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실험으로 증명(‘09, 농진청)

꽃이 주는 진짜 미소

 ▷ 꽃을 받는 사람은 모두 ‘듀센미소’를 짓는다!?

  - 듀센미소란 ’80년  랑스 심리학자 듀센이 발견한 ‘인

으로 지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미소’

  - 럿거스 학 해빌랜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꽃을 선물 

받는 여성 100%가 듀센미소를 지었다는 결과 

    * 과일을 받은 경우는 90%, 양 는 77%

 □ 꽃의 정신 ·신체  향을 활용한 원 치료는 인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보완  방법으로 부각

   ○ 원 치료란, 사람들의 몸과 마음,  상태의 향상을 하여 

식물과 정원 가꾸기 활동을 하는 일련의 과정

   ○ 원 활동은 노인, 치매노인들, 환자들에게 인지능력향상, 우울증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

    -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여가활동으로도 합하여, 앞으로 

더욱 다양한 원 치료 로그램 개발이 상

      * 비색과 유사색을 조화시킨 꽃장식 원 치료는 환자들의  코티졸과 

스트 스, 통증, 불안, 우울을 감소(김경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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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테라피(Aroma Therapy)

 □ 최근 자연과의 교감을 추구하는 트 드 속에서 아로마 테라피의 

인기가 높아지며 다양한 상품이 등장

   ○ 아로마 테라피는, Aroma(향)와 Therapy(치료)의 합성어로 꽃과 

식물의 향기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자연의학의 한 형태

    - 이집트에선 기원  3,000년 부터 아로마 오일을 사용해 왔으며, 

의학의 창시자 히포크라테스도 부인병에 향기요법을 용

      * 이집트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는 1922년 발견 당시 미르(myrrh)와 시더우드

(cedarwood) 에센셜 오일 향이 남아있었다는 기록이 존재 

    - 꽃과 식물에서 추출한 농축된 향 원액(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며, 

향에 따라 효능이 다양 

   

장미 향 인후증, 피부병, 불안, 우울증, 종기, 상처, 염 완화

재스민 향 기분 안정, 내분비계 조 , 피부탄력, 산후 고통완화에 효과

라벤더 향 진정작용, 두통 해소, 기분 환, 숙면에 효과

나리 향 집 력 향상, 정서 순화, 공간 쾌 성에 효과

   ○ ‘나에게 투자’하자는 웰빙 소비가 증가하면서 아로마 테라피의 

인기가 꾸 히 상승

    - 향 , 오일, 목욕 용품 등 련 상품이 다양화 되고, 아로마 테라피를 

제공하는 마사지 샵도 등장

    - 천안 휴러클 리조트의 테딘 워터 크와 안성허 마을의 테라피  

스  등은 아로마 테라피를 테마로 한 스 를 개설

벽화 속 아로마 테라피(이집트) 아로마 테라피 용품(한국) 라벤더 스  리조트(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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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

꽃 산업의 외연 확 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 꽃 산업을 1차 산업으로 보던 시각을 넘어 문화와 트 드에 맞는 

패션산업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이 필요

   ○ 꽃 생산액은 ‘09년 기 , 8,640억 원이지만 가공, 축제, 디자인 

역을 포함하면 시장규모는 3.5조 원으로 증가

    - 하나의 꽃에서 다양한 색이 연출되는 무지개 꽃, 야 장미 등 

다양한 꽃 가공기술의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 

    - 생화의 질감과 형태가 유지되어 2~3년간 감상이 가능한 보존화를 

인테리어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

   ○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는 다양한 꽃 축제를 국제 인 행사로 키워 

우리 꽃의 세계  수요 창출의 기회로 활용

 □ 단순히 보고 즐기는 상용에서 화장품, 아로마 테라피 등 용도와 

기능성을 더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노력이 요구

   ○ 최근 참살이 열풍과 련하여 식용 꽃의 효능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식용 꽃 품종 개발이 시 하며 다양한 요리 시피 개발도 필요

   ○ 화장품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꽃에 있는 유효한 성분과 

향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과 향수를 개발 

    - 제주한란의 성분과 향을 활용한 보습용 화장품, 자생난 향수 등이 

개발되어 시  

   ○ 새집증후군 등 집안의 유해물질을 흡착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과 꽃의 장식  기능을 더하여 공기정화용 꽃의 개발

   ○ 의학계와 공동으로 원 치료 효과에 한 과학  검증 연구를 

수행하여 꽃을 활용한 원 치료의 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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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략 산업으로의 육성

 □ 꽃은 체 생산액의 10% 이상을 수출하는 품목이므로, 수출 략 

산업으로 발 할 가능성이 충분

   ○ 우리나라 꽃 수출은 지속 으로 확 되어 2010년 말 기 으로 

1억 달러 수출시 가 도래

     * 장미 34, 나리 28, 난 20, 국화 14백만 달러 순 

    - 가장 한국 인 꽃이 세계 인 꽃이라는 인식을 통해 다양한   

자생화 품종을 개발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

    - 꽃의 색뿐 아니라 모양을 바꾼 하트형 장미, 항산화 물질 함량을 

높인 식용 리지아 품종 등의 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 

   ○ 세계 인 라워 쇼에 우리 꽃과 정원을 극 으로 소개하여  

국제 수요 창출을 통한 수출시장 확

 □ 국내 생산 꽃의 수출 뿐 아니라 꽃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물류 허 로써 가능성도 고려할 시

   ○ 우리나라 반경 2,000km 내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43개이고 바다를 한 인구만 6억인 시장이 존재

    - 물류 허 의 경우 신선도 유지  물류비 감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시장과의 근성이 요

    - 우리나라의 첨단 IT 시스템, 세계 1 의 인천공항, 서해안 물류

인 라를 활용하면 세계 최고 수 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

   ○ 식물 검역, 세 등 개무역에 필요한 규정, 제도, 경제성의  

면 한 검토가 필요

    - 계무역용과 국내 유통용에 한 련 제도  규정을 분리  

용하여 계무역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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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선진화로 꽃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여 히 재래시장 주로 이루어지는 국내 꽃 유통을 신선도 유지 

시설  투명한 경매체계를 갖춘 공 시장 심으로 개편을 고려 

   ○ 도매시장 간에 품질의 등 이 달라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국가 표  품질기  확립이 시   

   ○ 고품질 명품 꽃 생산을 장려하기 하여 명품 등 을 신설하여 

소득 인센티 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 꽃 배달 주의 온라인 시장을 소비자가 다양한 꽃을 직  선택할 

수 있는 직거래, 자 기 등 소매 유통의 다양화가 필요

   ○ 세계 꽃 시장 트 드와 소비 동향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꽃 유통회사의 육성도 필요

    * 네덜란드 화훼경매 회(VBN)는 다양한 세계 시장 정보  소비트 드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제공  

사치가 아닌 삶의 일부로서의 꽃 소비문화 정착

 □ 꽃은 사치품이 아니라 인간과 늘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  바람직한 문화라는 의식 확산이 필요

   ○ 240여 개에 이르는 지방 꽃 축제를 지역의 특징에 따라 차별화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유아, 등생 교육 로그램에 꽃을 이용한 체험학습  성교육, 

인성교육 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생활 속 꽃 소비문화 확산 

   ○ 획일화된 행사용 화환의 형태를 다양화 하여 재활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생활로서의 꽃 소비를 진  

    * 꽃 소비 상  국가의 경우에는 행사용 보다는 생활용 꽃의 소비비 이   

높아 꽃 포장은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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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농업 

1인당 꽃 소비액(2007)

                                                           (단  : US$)

국가
1인당 소비액 1인당

국민소득(B)
A/B(%)

화류 분화·기타 계(A)

노르웨이  86.3 82.2 168.5 81,838 0.21 

스 스 105.5 58.9 164.4 59,828 0.27 

덴마크  65.8 63.0 128.8 57,648 0.22 

네덜란드  76.7 46.6 123.3 46,287 0.27 

독일  48.0 69.9 117.9 41,163 0.29 

스웨덴  52.1 64.4 116.5 51,647 0.23 

핀란드  50.1 53.4 103.5 46,509 0.22 

오스트리아  50.7 52.1 102.8 43,698 0.24 

벨기에  52.1 38.4  90.5 43,928 0.21 

국  67.1 17.8  84.9 46,565 0.18 

아일랜드  54.8 21.9  76.7 51,031 0.15 

랑스  42.5 27.4  69.9 42,457 0.16 

슬로베니아  28.8 34.3  63.1 21,920 0.29 

이탈리아  34.3 15.1  49.4 35,412 0.14 

그리스  28.8 12.3  41.1 27,061 0.15 

스페인  26.0 13.7  39.7 29,881 0.13 

체코  19.2 16.4  35.6 15,780 0.23 

헝가리  19.2 15.1  34.3 11,694 0.29 

포르투갈  20.6 13.7  34.3 19,041 0.18 

슬로바키아  13.7  8.2  21.9 14,274 0.15 

한민국   7.7 12.5  20.2 21,695 0.09 

폴란드  13.7  5.5  19.2  9,798 0.20 

루마니아   8.2  2.7  10.9  8,220 0.13 

러시아   6.9  2.7   9.6  9,590 0.10 

우크라이나   5.5  4.1   9.6  3,069 0.31 

일본  76.7 -  76.7 35,514 - 

미국  27.4 -  27.4 46,030 - 

국(2003)   0.9 -   0.9  2,564 - 

* 출처 : 꽃소비액 - International Statistics Flowers and Plant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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