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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귀여운 모양, 새콤달콤한 맛과 향기로 '황후의 과일'이라는 별명을 지닌 딸기는

역사 속에서 성스러운 존재로서 식용보다는 약용, 관상용으로 이용되어 왔었다.

지금과 같은 딸기는 남미의 칠레산 종과 미국 서부산 종이 유럽에서 교잡되며 탄생

하였다. 딸기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소염 진통효과도 보고되었으며, 최근에는 고혈압,

당뇨, 비만, 심혈관계 질환 등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양만점

과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초 일본에서 처음 딸기가 도입되어 점차 재배가 정착되었고,

국산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05년 ‘설향’이라는 품종이 탄생하는데에

이르렀다. 딸기는 과거 노지에서 재배했으나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백색혁명과 함께

90년대부터 시설재배로 전환되었고, 최근 생육상자, 벤치 등을 이용하여 작업 편의성을

높이는 등 재배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청정딸기를 생산

하기 위해 화분매개 곤충을 이용하고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딸기는 백색혁명과 함께 재배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과채류 중 생산액이

1조원을 넘는 제1의 작물로 성장하였으며, 소비자에게는 생과로 먹는 과일로서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유통관리 시스템의 높은 비용을 해결

한다면 딸기 산업의 또 한 단계의 발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최근에는 일본

위주에서 동남아까지로 수출을 확대하는 중이다.

딸기는 눈과 코, 입과 손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매력을 지닌다. 딸기의 붉은 색과

아기자기한 크기는 보기에도 즐거워 다양한 요리의 장식으로 활용되며, 달콤한 맛으로

갖가지 디저트로 만들어지고, 먹기 어려운 가공식품 등에 첨가되기도 한다. 딸기의

특유한 향은 우울한 기분을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생활용품의 향을 내는 데에 활용

되고, 딸기 방향제와 연고 등도 등장하고 있다. 한편 딸기는 사시사철 재배가 가능

해졌으며 관상용 품종도 개발되어 도시농업의 핫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고, 직접

딸기를 따는 체험 농장이 인기를 끌면서 특히 어린이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딸기의

다양한 매력은 캐릭터를 탄생시키고 딸기 축제를 만드는 등 인간의 친구로 재탄생하고

있기도 하다.

딸기 산업의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서는 (1) 단순한 간식에서 건강유지를 위한

필수식품으로서 인식을 전환하고, (2) 시장 다변화 전략과 함께 국가 대표 브랜드를

창출하여, 내수와 수출 시장 모두를 공략하고, (3) 미래 변화될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한 R&D를 확대 강화해야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4) 농산물 시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중앙정부 간 협력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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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딸기의 출생

역사 속의 딸기

□ 딸기(Fragaria x anasassa)는 귀여운 모양, 새콤달콤한 맛과 상큼한

향기, 여성스러운 색깔로 ‘황후의 과일’이라는 별명이 존재

○ 스위스 원주민들의 유적에서 딸기종자가 많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석기시대부터 식용한 것으로 추정

○ 14세기 프랑스에서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야생딸기(F. vesca)를 
판매했고, 2배체(倍體)의 야생딸기를 재배

○ 칠레 딸기는 “유럽 딸기와는 다른 과일로 크기는 배보다 크고

색깔이 빨갛고 맛이 아주 좋았다”는 기록이 존재

□ 역사 속에서 딸기는 성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식용보다는

약용과 관상용으로 이용

○ 고대 로마의 소설가인 Apulius가 처음 약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16세기까지는 주로 관상용으로 이용

○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가들은 딸기가 수놓인 의상을 갖추어 입은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그림으로 묘사

딸기와 Frézier 가문(家門)의 인연

▷ 1714년 현재 딸기의 조상인 칠레종 딸기를 남미대륙에서

유럽으로 옮겨온 François Frézier의 가문

- Julius de Berry가 916년 프랑스 샤를3세에게 야생딸기를

선물하고 기사 작위와 Fraise란 성(姓)을 받음

- Frézier가의 사람들이 1000년 경에 스코틀랜드 전쟁 승리에

기여한 공으로 앙리1세로부터 왕관과 하늘색 바탕에 딸기

꽃이 그려진 방패 모양의 문장을 하사받음

- 후손 Frézier는 칠레에서 딸기를 가져와 식물원 관리자인

친구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현재의 딸기 탄생에 기여 Frézier가의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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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의 종류와 기원

□ 딸기는 장미과의 여러해살이 식물로 크게 초본성인 Fragaria속과

나무딸기류인 Rubus속으로 구분

○ 보통 ‘딸기’라고 하면 Fragaria속 식물의 과실을 말하며, 전 세계에

약 24종이 보고

- 남미 칠레산 종(F. chiloensis)과 미국 서부산 종(F. virginiana)이

유럽으로 전해지며 현재 딸기의 교잡과 재배가 시작

* 1766년 A.N. Duchesne이 다른 딸기의 수술을 이용하여 수정시켜야

좋은 과실을 얻을 수 있음을 발견

- 우리나라에는 자생종이 없고,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처음 도입

□ 목본성 과수인 Rubus속은 라스베리(Raspberry), 블랙베리(Blackberry),

쥬베리(Dewberry) 등 전 세계에 600~1,200여종이 분포

○ 라스베리가 가장 많이 재배되며, 과실의 색깔에 따라 적색, 흑색,

황색, 자색 등으로 분류

○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자생하는 나무딸기(Rubus속)는 35종이며,

우리 옛 이야기 속의 딸기는 모두 나무딸기

- 산딸기(R. crataegifolius)는 멍석딸기, 줄딸기, 장딸기 등으로 불리며, 
열매는 적색이고 식용이나 약으로 이용

- 복분자(R. coreanus)는 주로 주정용으로 이용되고, 열매는 흑색

* 뱀딸기는 장미과의 뱀딸기속(Duchesnea)에 속하며, 우리나라에 2종이 분포

요강을 뒤엎는 복분자(覆盆子)

▷ ‘복분자’라는 특이한 이름은 산딸기를 먹은 다음 날, 소변줄기가 너무 강해

오줌항아리를 뒤집었다는 옛날 얘기에서 유래

▷ 당도가 10∼13°Bx로 블랙베리(4～6°Bx)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외국에서는

우리와 달리 주정용이 아니라 잼 등의 원료로 이용

- 자양강장, 신경쇠약, 감염성 질병, 치질, 눈의 염증, 고혈압 등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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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는 가짜 과실?

□ 우리가 먹는 딸기 부위는 진짜 과실이 아닌 위과(僞果)의 일종

○ 딸기에서 과실이라 생각하고 먹는 부위는 사실은 꽃턱(花托)

- 꽃턱은 씨를 발육시키는 쿠션 역할을 하는 부분이나, 딸기에서는

크게 부풀어서 즙이 많은 가짜 과실(위과)을 형성

* 일반적으로 암술의 씨방이 발달하여 생긴 것을 열매(과실)라고 하는데,

진짜 열매인 씨앗은 씨방 속에 들어 있는 밑씨가 자란 것

○ 딸기 표면에 점처럼 붙어 있는 씨앗이 진짜 과실이며, 수정이

부실하여 씨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형과가 발생

딸기의 독특한 꽃 구조 과실 형태 노란색딸기

□ 딸기는 세계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종간의 복잡한 교잡에 의해

모양과 색깔이 다양하게 분화

○ 과실 모양은 다양하나, 대부분 장원추형, 원추형이며, 소비자는

항아리처럼 풍만하면서 균형 잡힌 원추형을 선호

○ 과실은 주로 붉은색을 띠지만, 배수성이 낮은 종에서는 흰색,

노란색 과실이 존재

하늘을 감동시켜 겨울에 (나무)딸기를 얻은 효자들

▷ 엄동설한에 정성을 다해 딸기를 구한 옛이야기가 전래

- 춘천 효자동에는 병환에 지친 어머니를 위해 산신령을

감동시켜 산삼과 딸기를 얻은 전설이 전래

- 영동군 호탄리도 비슷하며 호랑이가 물이 불은 여울을 건네

주고 3년상을 지켰다 하여 마을과 여울 이름에 호(虎)를 넣음 충북 영동의 호탄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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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의 영양학적 매력

□ 딸기는 비타민 공급과 소염․진통효과 등의 효과로 고대부터 애용

○ 서양에서는 고대 로마시대부터 딸기가 건강에 유익하다고 여겨

우울감, 의기소침, 염증, 통풍에 좋다고 추천

- 딸기에 함유된 메틸살리실산(methyl salicylate)은 소염과 진통

작용이 있는 물질로 예로부터 약의 재료로 사용

○ 피로회복, 해독작용에 관여하는 비타민 C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칼륨, 철분이 많아 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효과

임산부에 미치는 엽산(비타민 B9)의 효능

▷ FAO는 임산부에게 하루 500～600㎍의 엽산 복용을 권장

- 임신 초기에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에게 신경관 결손증, 뇌

이상, 기형 등과 함께 조산, 사산의 유발 위험

- 딸기에는 엽산이 100g당 127㎍ 함유되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매우 유익

□ 섬유질 등 유용성분을 다량 함유하여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혈

관계 질환 등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 비만인을 대상으로 딸기 분말(80g)을 1일 4회 3주 동안 투여한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4% 감소

○ 딸기의 피세틴(fisetin)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당뇨 합병증과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

○ 딸기에 함유된 엘라직산(ellagic acid)은 자외선에 의해 피부의

콜라겐이 파괴되고 염증이 생기는 것을 억제

○ 안토시안이 혈관을 보호하며,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에 시달리는

성장기 아이들이나 임산부에게 효과

* 영양이 많은 딸기지만 당도가 높아 몸속의 중성지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과식은 좋지 않으며, 꾸준히 먹을 경우 하루 5～10개 정도가 가장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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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전하는 우리 딸기산업

우리 딸기, ‘설향’ 탄생기

국내 육성 품종의 선두주자 ‘설향’

▷ ‘아키히메’와 ‘레드펄’을 교배 선발(’98)하여 ’05년 품종 개발

- 생육 왕성, 과실이 크고 생산량이 많아 빨리 재배하기에 적합

- 흰가루병에 매우 강하여 재배하기 쉽고, 친환경재배에 적합

- 경도가 낮은 편이나 과즙이 풍부하여 소비자가 선호

□ 20세기 초 일본에서 처음 도입되어 60년대까지 재배가 정착되었으며,

이후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

○ ‘Doctor Moral’ 등 3개 품종 도입('17) 이후, ‘후쿠바’('29), ‘사치

다마’('52), ‘다나’('65) 등 주로 일본 품종이 도입되어 재배

* 40년대 초에 최초의 국산 품종, ‘대학 1호’가 육성되어 수원 근교에서 재배

○ ‘70년 경부터 원예시험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품종 육성이 시작

되었고, ’94년 논산딸기시험장 설립과 더불어 우수 품종들이 탄생

- 최근 10년간 10개의 국산 품종이 육성·보급되어 ’11년 국산 육성

품종의 재배비율이 71.7%로 과채류 중 종자 자급률이 으뜸

* 농진청에서 딸기연구사업단을 구성하여 국산 품종 육성·보급에 노력한 결과

□ 로열티 문제에 대비하여 국산품종으로 많이 교체하였으나, 향후

과거처럼 품종의 예속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비가 필요

○ ‘12년, 전체 식물에 대한 품종보호제도 전면 시행으로 딸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로열티 분쟁이 예고

* 국내외에서 육성되어 재배되는 모든 딸기 품종을 판매하려면 로열티를

반드시 지불하도록 규정

○ 우수 품종을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하는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국내 딸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

* 우수 신품종의 무병묘 대량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과 식물공장 연계 기술의

개발과 운영 체계 확립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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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재배기술 발전기

□ 감귤, 사과, 배처럼 재배지역이 국한되는 다른 과일과 달리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재배가 가능

○ 과거에는 노지에서 재배했었으나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백색혁명과

함께 90년대부터 시설재배로 전환

- 겨울 재배 뿐만 아니라 여름 재배도 가능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으며, 다양한 전용 품종이 개발되어 연중 생산이 가능

○ 시설재배가 일반화 되면서 6월의 초여름 과실이던 딸기가 겨울을

대표하는 과실로 변신

- 11월부터 수확하는 초촉성, 12월경부터 수확하는 촉성, 2~5월까지

정식 이듬해에 수확하는 반촉성 재배형태가 개발

* 대부분의 재배농가들이 4～5월경 수확이 끝나면 수박, 멜론 등 타 작물을

재배하여 2중으로 소득을 올림

□ 최근 생육상자, 벤치 등을 활용하여 깨끗하고 신선한 딸기를 생산하고

작업의 편의성도 높이는 방법이 개발

○ 딸기를 심은 상자를 허리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고설(高設)식

수경재배가 등장하여 작업 효율이 향상

- 고설식 수경재배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기존보다 10~20% 증가하고

흙에 닿지 않아 깨끗한 것이 장점

* 벤치(받침대), 수경재배 같은 기술의 등장은 농업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심각한 우리 농촌에 새로운 경쟁력을 더하여 매년 고설식 재배면적이 증가

다단고설식 벤치(한국) 고설식 비가림재배시설(유럽) 행잉(hanging)베드(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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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딸기 생산을 위한 노력

□ 화분매개곤충1)이 과실의 기형 방지에 유용하므로 대부분의 딸기

재배농가에서 서양종 꿀벌을 화분매개에 이용

○ 딸기는 다른 꽃의 꽃가루를 이용한 가루받이(타가수분)의 효과가

크며, 특히 시설에서 재배할 때에는 화분매개곤충이 필요

- 최근 주로 겨울철에 시설 내에서 딸기를 재배하므로 자연적인

수분이 원활하지 않아 화분매개곤충이 필요

○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하면 상품과율 향상, 품질 향상, 비용과 노동력

절감, 효과적인 수분 등에 유리

-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할 경우, 농약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연계

* 14,767농가 중 거의 100% 농가가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하며, 시설재배

669농가 중 87%가 효과에 만족(’09, 농진청)

꽃가루를 옮기는 꿀벌 천적을 살포하는 모습 응애를 잡아먹는 이리응애

□ 딸기는 수확기간이 길고, 생과로 소비하므로 안전을 위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또는 유기 재배방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

○ 딸기에 가해하는 해충에 대해서 농약 대신 생태계 먹이사슬을

이용하여 포식, 기생성 천적을 사용하는 경향이 확대

* 응애류에 대해 이리응애, 목화진딧물 등 진딧물류에는 진디벌, 총채벌레에는

애꽃노린재와 이리응애, 나방류에는 병원성 선충과 알벌을 사용

○ 병, 선충 등에는 주로 재배기술이나 농약을 사용하여 방제

1) 花粉媒介昆蟲: 식물의 꽃가루를 다른 꽃에 옮겨 가루받이에 도움을 주는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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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딸기 산업의 성장

□ 백색혁명과 함께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과채류 중 생산액이

1조원을 넘는 제1의 작물로 성장

○ ’85년까지 대부분 맨땅에서 재배되었으나 90년대부터 하우스가

보급되어 시설재배로 전환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득도 증가

- 하우스에서 재배하면, 맨땅에서 기르는 경우(노지재배)에 비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

* 시설과 노지의 10a당 생산량 격차: (’98) 1,109 → (’05) 1,520 → (’10) 1,850kg

* 재배와 관련하여, 딸기의 경영비에서 육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20∼

22% 수준이며, 대부분의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육묘

- 최근 다수확 품종의 보급과 시설재배로 인한 재배가능 기간이

연장되어 생산액과 소득이 증가

* ’10년 생산액은 ’90년 대비 7.2배, 단위당 소득은 ’03년 대비 22% 증가

우리나라 딸기는 어디에서 많이 재배될까?

▷ 전국적으로 100ha 이상 재배되는 곳이 16개

- 논산, 진주, 밀양은 500ha 이상의 대단위 주산지역

- 경남, 충남, 전남 등 3개 지역이 약 80%를 차지

▷ 설향, 매향 등 국산 품종이 71.7%, 레드펄, 아키히메

등 일본 품종이 27.5% 차지(’11)

□ 딸기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통과정에서 포장, 수송 등과

관련해 많은 비용이 발생

○ 딸기 신선도와 품질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가에 따라

유통 마진 중 유통비용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 유통 마진의 증가: (’00) 28.2% → (’10) 41.3%

* 유통 마진 중 유통비용의 비율: (’05) 76.5% → (’10)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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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는 유통과정 중에 물리적 충격을 완충해 줄 수 있는 포장

재료가 신선도 유지에 매우 중요

- 출하는 주로 1~2kg의 소포장으로 유통되다가 물량이 많아지는

3월부터 2~3kg의 스티로폼 상자로 유통되어 개선이 필요

* 현재 붉은색 고무대야 2개를 상하로 겹쳐서 유통되는 물량이 상당하여

품질 저하가 우려

논산 연무농협, 왜 최고 산지조직인가?

▷ 생산량의 65%를 가락도매시장에 집중 출하해 가격교섭력을 높이고, 재배

기술교육을 연 10회 넘게 실시하며, 공동선별·출하·계산의 조직화를 실현!

○ 출하처 선택과 집중의 공동출하 전략을 통해 가격 교섭력 제고

- 과거 27개 작목반이 46곳에 개별 출하하던 방식을 가락시장 중심으로 전환

○ 체계적인 재배기술교육으로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 비율이 30∼40%까지 상승

- 활착률이 높은 우량육묘 생산 및 특과 생산을 위한 재배관리 교육 강화

○ 공동선별·출하·계산 시스템을 구축

- 딸기 전문 선별사에 의한 엄격한 선별

○ ‘논산연무딸기’, ‘1914 게르마늄 딸기’ 등 특화된 브랜드 딸기 출하

□ 소비자에게 딸기는 감귤과 함께 겨울에 생과로 먹을 수 있는 과일로

인식되며 많은 인기를 구가

○ 딸기의 소비는 브랜드가 없는 일반딸기의 비중이 높고, 3월에

특히 높은 구매빈도(’11,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 분석 결과)

- 구입액 기준으로 볼 때, 일반딸기 80.4%, 브랜드 딸기 15.1%,

가공용 4.5%로 구분

- 구매기간(12월~5월) 중 구매빈도는 3~4월에 특히 높은 특징이

있으며, 5월의 비중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 기간별 구매빈도: 3월 (25%) > 4월 (23%) > 2월 (18%) > 1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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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확대를 노리는 우리 딸기

□ 딸기 수출은 ‘02년 이후 일본 위주에서 동남아 시장으로 파이를

키우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

○ ‘02년까지 수출시장은 일본에 국한되었으나 이후 동남아 국가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고품질의 국내 딸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

- 과거 동남아는 미국산 위주로 수입했었으나, 한국산 딸기의 높은

당도와 풍미를 접한 현지 소비자들의 선호가 지속

* 미국 딸기는 단단한 정도가 높아 보관 및 수송에는 유리하나, 씹을 때

단단하고 당도가 낮아 우리 딸기에 비해 선호도가 낮음

○ 홍콩, 싱가포르 시장은 점차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해지는 단계이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

* ‘11년 현재, 2,370톤의 우리 딸기가 수출됐고, 국가별로는 홍콩 33.3%,

싱가포르 27.3%, 일본 20.7%, 말레이시아 8.7%, 태국 5.3%, 중국 1%의 순

□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수출 딸기의 품종과 항공

물류비의 절감 문제가 존재

○ 딸기 수출을 위한 농가의 품질관리 능력이 우수하나 수출되는

딸기가 쉽게 물러져서 수출용 딸기 품종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수출용 딸기품종은 국내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설향’이 아닌 ‘매향’을

사용하나 재배도 어렵고 생산량도 낮은 문제

○ 딸기를 소비하는 형태가 대부분 생과 위주로 항공 운송이 불가피하나

물류비가 판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애로

싱가포르에 수출되는 딸기 로열티 받는 ‘고하’ 딸기 항공으로 수출하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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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오감(五感) 만족 딸기의 매력

눈으로 느껴지는 달콤함

□ 딸기의 붉은 색과 아기자기한 크기는 상큼한 맛만큼이나 보기에도

즐거워, 다양한 요리에 장식으로 활용

○ 딸기의 붉은 색은 심리적으로 식욕을 증가시키고 따뜻한 느낌을

주어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음

○ 달콤함의 대명사인 케이크와 제빵류에는 작고 귀여운 모양의

딸기가 장식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

□ 최근에는 보는 즐거움을 배가시킨 딸기 상품도 등장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제시

○ 우리나라에서는 하트 모양의 캡을 씌워 만든 ‘하트 딸기’가 등장

* 전남 강진군의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한 해 매출 약 1억여 원을 달성

○ 일본 (주)미요시 애그리테크에서는 하얀색으로 발현되는 ‘하얀

딸기’라는 상품을 개발

* ‘첫사랑의 향기’라는 의미를 지닌 하얀딸기는 덜 익은 듯 보이지만, 맛이

매우 달콤하며, 도쿄의 유명 백화점들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 중

○ 네덜란드에서 하얀 색에 빨간 씨, 맛과 향은 파인애플과 비슷한

‘파인베리’가 개발되어 유럽을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

하트 딸기 하얀딸기 타르트(일본) 파인베리(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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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달콤 맛의 여왕, 딸기

□ 달콤새콤한 맛의 딸기는 갖가지 디저트용 재료로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

○ 딸기를 재료로 한 다양한 제빵류와, 아이스크림, 요거트, 음료

등 셀 수 없는 딸기 디저트가 존재

* 우리나라 인터콘티넨털 코엑스 호텔, 쉐라톤 워커힐 호텔 등에서는 매년

3월 딸기만을 테마로 한 디저트 뷔페를 진행

딸기를 소재로 한 다양한 디저트들

○ 강한 맛 때문에 먹기 힘든 음식에 친근한 딸기 향을 이용하여

맛을 부드럽게 하는 사례도 증가

- 홍삼같이 어린이들이 먹기 힘든 식품이나 음료에 딸기향 분말을

첨가하여 거부감을 줄이며, 딸기맛 비타민제 등도 등장

○ 최근에는 딸기 맛 담배 등 딸기 맛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는 중

어린이용 딸기맛 홍삼 딸기맛 비타민 딸기맛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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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딸기 향의 유혹

□ 딸기의 특유한 향은 우울한 기분을 경감시켜 기분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다양한 생활용품의 향을 내는데 활용

○ 치약과 비누, 샴푸 등의 목욕용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향 중

하나가 딸기 향이며, 특히 어린이용으로 인기가 높음

* 일본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치약 best 10 중에서 딸기향 치약이 6～8위를

차지(’10, KOTRA)

○ 바디 로션과 바디 오일, 입술 보호제 등에도 달콤한 딸기향이

사용되어 인기

- 화장품 및 목욕용품 전문 회사 (주) 바디샵에는 딸기향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제품이 존재

딸기맛 치약 딸기향 비누와 샴푸 딸기향 로션 세트

○ 향초, 아로마 오일, 방향제 등의 향장제품 분야에서도 딸기 향은

스테디셀러의 위치를 고수 중

- 딸기향이 나는 아로마 향초와 오일 제품은 셀 수 없이 많으며,

딸기향 방향제, 손 세정제, 연고 등이 등장

딸기향 아로마 향초 딸기향 방향제 딸기향 손 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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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즐거움, 도시농업의 핫 아이템

□ 사시사철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 개발되어 딸기는 키우고 수확하여

먹는 즐거움을 모두 제공하는 도시농업의 대표 아이템으로 이용

○ 과거 우리나라 딸기는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되었으며, 현충일

전후로 한 번만 수확이 가능

○ 지속적인 품종 육성 및 작형의 다양화로 생산시기가 당겨지고

수확 시기는 길어져, 연중 딸기를 즐길 수 있음

- 반촉성, 촉성, 초촉성 재배 등 작형이 다양해지고, '온도가 높고

해가 긴(고온장일)' 여름철에도 꽃이 피는 사계성 품종도 이용

□ 관상용 품종이 개발되면서 집 안에서 재배하며 사시사철 딸기의

꽃과 향, 열매를 즐길 수 있음

○ 관상용 딸기는 고온장일 조건에서 재배할 수 있어 여름과 가을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

* 일반 딸기는 가을에 꽃눈을 배었다가 이듬해 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특성을 지님

○ 최근 육성된 관상용 딸기, ‘관하’는 관상용이면서도 과실을 별미로

먹을 수도 있어,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을 모두 제공

○ 최근에는 사계성 유전인자를 도입하여 유색의 아름다운 관상용

딸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진행

관상용품종(관하) 소형화분 항아리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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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직접 따는 달콤함

□ 딸기 수확 체험은 겨울방학 아이들 교육용으로 훌륭한 소재이며,

도시 근교와 딸기 주산지를 중심으로 체험 농장이 확대 중

○ 수확 체험 이외에 딸기 화분, 딸기 비누, 딸기잼 직접 만들기

등을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

* 경기도 양평의 딸기체험농장들은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겸한 체험농장으로

인기가 높아 1억 이상의 농가소득을 올림

○ 직접 농촌을 방문하여 수확에 참여하기 때문에 농촌·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이미지의 형성·확대에 효과적

- 체험 농장은 무농약 재배가 기본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

□ 딸기 농장의 수확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 간의 소통과 아이들의

교육에 특히 효과적

○ 가족 단위의 수확 체험은 가족 구성원간의 소통을 활성화 시키고,

아이들의 사회성, 창의력 배양 및 정서 발달에 적합

○ 딸기의 수정과 해충방제에 곤충을 사용하여 아이들에게 자연

생태계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교육하는데 훌륭한 소재

- 아카시아 향이 가득한 봄철에만 볼 수 있었던 꿀벌이 겨울철

딸기 하우스 안에서 열심히 화분을 매개하고 결실이 이루어짐

딸기 수확 체험 딸기잼 만들기 천적 유지 식물(뱅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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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친구로 재탄생한 딸기의 매력

□ 딸기의 맛과 모양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있어, 과일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캐릭터 상품의 소재

○ ‘헬로키티’를 개발한 일본 산리오에서는 딸기를 이용하여 '마이

멜로디'라는 새로운 캐릭터와 이를 소개하는 '딸기신문'을 개발

○ `DALKI'는 딸기를 이용한 토종 캐릭터이며, 파주 헤이리의 테마

파크 ‘딸기가 좋아’에는 연간 70만명 이상이 방문

딸기 없는 윔블던 테니스는 앙금 없는 찐빵!

▷ 매년 대회기간 중 27톤의 딸기와 7천 리터의 크림을 판매

- 윔블던테니스대회는 영국 윔블던에서 열리는 세계 4대 테니스

대회의 하나이며, 1877년 창설된 가장 오래된 테니스 대회

- 딸기와 크림을 간식으로 즐기는 것과 영국 국왕이 대회를 참관

하는 전통이 이어져 옴

□ 세계 곳곳에서 딸기를 소재로 한 축제가 개최되는데, 캘리포니아의

대표적 딸기 재배지인 옥스나드(Oxnard)의 축제가 가장 유명

○ ’84년부터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옥스나드 딸기 축제에는 각종

경연, 전시 등 볼거리와 딸기를 이용한 갖가지 요리들을 제공

* 옥스나드는 매년 24개 딸기 회사가 4,600ha에서 207,000톤의 딸기를 생산하여

3억 달러 어치를 세계로 수출하는 딸기 주산지

○ 우리나라에서는 딸기 주산지인 논산의 딸기 축제가 유명하며,

완주 삼례, 양평, 밀양 삼랑진 등지에서도 딸기 축제가 개최

* 논산 딸기 축제는 딸기 잼 만들기, 청정딸기 수확체험, 각종 공연 등이

진행되며, 연간 5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

마이멜로디 캐릭터 DALKI 캐릭터 옥스나드 딸기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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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간식으로 영양식품으로의 인식 전환

□ 딸기가 간식, 후식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

○ 우수한 품종, 육종 및 재배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멀리 보고 달리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

- 농산물, 누구나 아는 가공품이 아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품,

누구에게나 친숙한 상품으로 볼 때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이 가능

- 과일과 채소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영양, 기능면에서

뛰어난 특성을 활용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

○ 적은 양만 섭취해도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과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한 점을 활용한 공공복지 활용도 고려

- 식단의 서구화로 인하여 채소류 소비량은 감소하고 패스트푸드,

육류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영양불균형이 심화

- 특히, 생계급여를 받는 생활 보호 대상자의 경우, 액수가 적어

채소와 과일 등의 신선식품을 구입하기에는 어려운 형편

* 적은 양으로 많은 영양소를 별다른 조리 없이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식품으로

선진국의 영양식품보조제도 적용에 최적 작물

시장 다변화 전략과 국가대표 브랜드의 창출

□ 겨울 딸기의 경우 생과 중심의 시장은 성장의 한계가 분명하여

내수시장은 곧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

○ 소비자 인식이 딸기를 단순한 농산물에 머물러 있어 평준화된

시장으로 가격이 수급물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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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과시장은 국내 대규모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지역통합브랜드를

구성하고 보급형과 프리미엄 상품으로 분리 생산

- 가공용은 일정 수준의 기술을 갖춘 농가를 중심으로 1차 가공품,

베이커리용(제빵용), 쥬스 원료 등으로 단지별 특화가 필요

* 특히, 지역에 있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지역 내의 제빵 또는 식음료 전문

매장에만 한정 공급할 수 있도록 업체와 전략적 제휴도 고려

- 즉, 최대 산지는 충분한 물량과 유통망 확보가 유리한 점을

활용한 전국 시장화, 일정 규모 이하의 조합은 지역화로 특화

□ 세계적인 품종, 육종기술, 재배기술 등 국제경쟁을 위한 최소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수출을 적극 고려

○ 인천 공항을 중심으로 약 4시간 내에 시장 접근이 가능한 반경

2,000km 안에 인구 100만이 넘는 43개 도시가 위치

-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과일소비를 포함한 식문화 동질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신선식품 선호도가 높은 시장

○ 수출을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자체

품질규격과 관리능력이 정해진 업체 위주의 접근전략도 필요

- 소비자 수준이 높은 지역 공략을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

○ 국내 대규모 생산단지의 강력한 지역브랜드 구축과 단순 생산자

단체에서 조합 이상의 경영체로의 변신도 요구

- 내수와 수출로 시장을 다변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딸기

가격의 폭락 등도 조절이 가능하며 국제경쟁력도 강화

농산물시장의 새로운 강자, ‘굿뜨래’

▷ 2003년 시작된 중남 부여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굿뜨래’는 내수시장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에 도전

- 멜론, 딸기, 파프리카, 화훼 등의 성공을 기반으로 일본,

대만에서 상표권을 획득한데 이어 미국 수출도 개시

- 민관협동의 성공사례로 최근 김치, 관광 등으로 확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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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산업 발전을 위한 R&D 확대 및 강화

□ 내수시장은 자연적으로 거의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시장 및 소비확대 등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R&D가 필요

○ 품종 부문에서는 겨울 딸기의 저장성, 풍미·식미가 우수한 품종과

다수성이면서 재배가 쉬운 품종의 개발이 요구

-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이 부족한 형편이라 활발한 국제연구협력과

교류가 필요

○ 특히 가공용 및 여름 딸기 시장은 수출을 포함하여 상당한

액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력과 예산의 집중이 필요

- 향, 맛 등 품질을 높이고 수확후 처리 등 해결시 막대한 시장의

창출이 가능한 연구에 중장기적인 집중 투자가 요구

○ 지역브랜드 특화를 위한 연구 등 인문적인 부분과 농업인 단체를

조합,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경영부문의 연구도 투자가 시급

- 캐릭터, 영화, 관광 등의 요소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 디저트의 국산프랜차이즈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

지자체 - 중앙정부 협력시스템 마련

□ 지금까지의 단순선택과 집중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발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의 투자로 전환이 필요

○ 현재의 법․제도는 중앙정부가 기획, 대안제시, 실행, 결과 확인을

모두 감당하는 체계로 급변하는 농산물시장의 대응력이 떨어짐

- 지자체의 지역개발 능력이 농산물시장에서 성공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성공모델을 전파하는 것도 중앙의 중요 역할로 부상

○ 상당한 성과가 인정되는 수출지원정책을 지역브랜드 지원 방식

으로 전환할 경우, 해외시장 공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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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주요 딸기 품종

설향(雪香)

▷ ‘아키히메’×‘레드펄’ 교배 선발, ’05년 품종 개발

- 식물체는 반포복형에 잎은 둥근 편이며, 과실은 원추형

- 즙이 많아 맛이 좋고 수량이 많으나 경도가 약함

- 흰가루병에 매우 강하여 재배하기 쉽고 친환경재배에 적합

· 재배면적 급증: (`06) 8.6% → (`11) 68.2%

매향( 香)

▷ ‘도치노미네’×‘아키히메’ 교배 선발, ’01년 품종 개발

- 식물체는 직립형이며, 잎은 긴 타원형이고, 과실은 긴 원추형

- 형태와 맛이 우수하고 경도도 강하나 재배하기 다소 어려움

-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촉성용 수출재배 전용품종으로 이용하며,

아키히메의 대체 품종으로 한때 유망

- 초기에는 재배면적이 다소 늘었으나 3～5% 내외에 머물고 있음

· 재배면적 다소 감소: (`05) 9.2% → (`11) 2.9%

장희(章姬, 아키히메)

▷ ‘쿠노와세’×‘뇨호’ 교배 선발, ’92년 품종 개발

- 식물체는 직립형이고, 과실은 긴 원추형

- 형태와 맛이 우수하나 경도가 약함

-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촉성 재배에 이용

- 한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심었던 일본산 도입품종

· 재배면적 급감: (`05) 33.2% → (`11) 14.3%

육보(陸 , 레드펄)

▷ ‘아이베리’×‘도요노카’ 교배 선발, ’93년 품종 개발

- 식물체는 전형적인 포복형에 과실은 계란형

- 과실은 단단하고 육질이 치밀함

-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반촉성 재배에 이용

- 한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심었던 일본산 도입품종

· 재배면적 급감: (`05) 52.7% → (`11) 13.2%

고하(高夏)

▷ ‘엘란’×‘플라멩고’ 교배 선발, ’07년 품종 개발

- 식물체는 직립형이고, 잎은 원형에 가까우며, 과실은 원추형

- 여름딸기라 맛은 떨어지며 고온장일에서도 수량성이 높음

- 해발 500m 이상의 고랭지 재배에 적합한 사계성 품종

* ’12.3월 국산 딸기 최초로 캄보디아와 로열티 계약 체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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