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A 111호interr●bang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DA Interrobang (111호)

인터넷(www.rda.go.kr)에서

컬러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집필: 김성철(064-741-2551)

성기철, 좌재호, 임찬규, 전승종,

김천환, 최인명

거인에 맞서는 용기
- 세계적인 기업과 우리 참다래 -

2013. 10. 23. (제111호)

요약

Ⅰ. 가장 젊은 과일 ·······································1

Ⅱ. 거인에 맞서는 우리 참다래 ···············10

Ⅲ. 시사점 ·····················································17

목 차



RDA Interrobang (No. 111)

David and Goliath

Kim Seong-Cheol ․ Seong Ki-Cheol ․ Choa Jae-Ho ․ Lim Chan-Kyu 
․ Chun Seung-Jong ․ Kim Chun-Hwan ․ Choi In-Myeong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김성철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kimsec@korea.kr

성기철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vcskc@korea.kr

좌재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choa0313@korea.kr

임찬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badang05@korea.kr

전승종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chunsj@korea.kr

김천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kimchw@korea.kr

최인명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cimgrape@korea.kr

RDA 인테러뱅 제111호 거인에 맞서는 용기 2013. 10. 23. 발간



RDA 111호interr●bang

≪ 요 약 ≫

1. 가장 젊은 과일

다래나무속에 속하는 참다래(키위)는 중국이 원산지로 차이니즈 구스베리, 키위 

등으로 불리었으며,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종들을 통상적으로 참다래라

명명하였다. 참다래의 상품화 역사는 100여년 정도로, 뉴질랜드가 중국에서 들여온

종자를 개량하여 만든 헤이워드 품종이 상품화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호주, 칠레, 남유럽, 일본, 미국 등으로 전파되었다. 참다래

열매는 독특한 맛과 모양으로도 특별하지만, 비타민 C 등 각종 영양소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과일의 제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예부터 피로회복과 해열, 식욕증진,

이뇨제, 골다공증 치료 등에 이용하여 왔으며, 최근 현대 과학을 통해 당뇨치료, 면역

기능 강화, 항암 효과, 혈압 강하, 비만 치료 등의 기능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성을 이용하여 면역강화 약제나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으며,

비누, 화장품, 동물용 기능성 사료, 와인 등의 개발에도 쓰이고 있다.

2. 거인에 맞서는 우리 참다래

참다래는 ’80년 이후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생산량이 연평균 14%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과일로, ‘11년 전 세계에서 149만 톤이 생산되었다. 그중 28%를 뉴질랜드가

생산하여 세계 수출량의 28%, 수출액의 37%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을 석권

하고 있는 제스프리(Zespri)의 고향으로도 유명하다. 전문 생산자조합인 제스프리는

‘97년 결성되어 현재 1.3조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공 요인으로 품종

개발 및 판매, 로열티, 계약재배시스템 등의 종합마케팅 전략 등을 들고 있다. 우리

나라는 ‘77년 도입하여 90년대부터 재배가 본격화되었으며,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량도 증가하는 추세로 ’12년 1,147ha에서 2만 2천 톤이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수입이 늘면서 뉴질랜드산, 칠레산을 비롯하여 이탈리아산까지 국내 시장을 넘보는

상황으로, 우리 참다래 농가들의 사활을 건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3.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참다래는 성장하는 과수로 체계적인 전략수립과 대응으로 참다래

분야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작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제스프리,

엔자 등 거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급 품종 개발, 재배방법, 저장, 유통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연구와 주요 생산자조합이 연계한 컨소시엄 구성이 요구된다.

참다래는 포화된 우리 과수농업에 새로운 소득원과 시장의 활로를 열어주는 아이템

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큰 품목으로, 품질 유지, 조합 구성, 농업경영체 육성 등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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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장 젊은 과일

참다래(키위)란?

□ 참다래는 덩굴나무인 다래나무속(Actinidia 屬)에 속하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4종을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름

○ 다래나무 진화의 중심지는 북위 15도에서 30도에 있는 양쯔강

(長江)과 시장강(西江) 사이의 중국 남부로 대부분의 종(種)이 분포

- 중국에서는 원숭이가 먹는 과실이라 하여 미후도(獼猴桃), 뉴질

랜드에서는 ‘차이니스 구스베리’로 불리다 후에 키위(kiwi)로 변경

○ 다래나무속에는 전 세계에 66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상업화하여 재배하는 4종1)을 대표하여 참다래라 칭함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종은 털이 많은 그린키위, 털이 거의 없는

골드키위(또는 레드키위), 껍질째 먹는 다래, 비단키위로 구분

* 90년대 그린키위인 ‘헤이워드’ 품종이 도입되어 양다래, 키위 등으로

불리다 ‘97년 외래어의 한국어 표기 일환으로 ‘참다래’로 통일하여 사용

○ 우리나라 자생종은 식용과 약으로 쓰이는 미니 참다래인 다래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 개다래, 섬다래, 쥐다래 등이 있음

* 창덕궁의 천연기념물 251호 다래나무의 나이가 600살 정도로 가장 오래됨

그린키위 골드키위 다래(미니키위) 비단키위

1) 학명: 그린키위(Actinidia deliciosa), 골드키위(A. chinensis), 다래(A. arguta), 비단키위(A. eriantha)



2

RDA 111호interr●bang

야생과일에서 과수가 되기까지

□ 참다래의 상품화 역사는 100여년 정도로, 뉴질랜드가 중국에서 들여

온 종자를 개량한 것에서 비롯

○ 1904년 뉴질랜드 선교사 이사벨 프레이저가 중국 후베이성의 

이창(宜昌)에서 종자를 도입해 정원수로 이용한 것이 전파의 계기

○ 1920년 종묘업자 헤이워드(Haward Wright)가 열매 크기가 

큰 품종을 개발, 이후에 이 품종이 상업적으로 재배되기 시작

- 2차 세계대전 당시 뉴질랜드 주둔 미군들에게 크게 인기가

있었으며, 1952년부터 미국에 처음 수출하면서 세계로 전파

* 뉴질랜드 국가 상징새인 키위(Kiwi)와 모양이 유사하여, 1959년 수출업자인

Jack Turner가 처음 ‘키위푸르트(Kiwifruit)’를 제안

- ‘헤이워드’라 명명된 이 품종은 1970년대 이후 전 세계로 가장 

많이 전파되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 

○ 뉴질랜드의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호주, 칠레, 남유럽, 일본,

미국 등으로 전파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1977년에 도입

키위새

키위의 전파경로 ‘헤이워드’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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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자생하고 있는 다래

□ 재배종 다래(참다래)의 조상격인 야생다래는 전 세계적으로 66종이

분포하며 우리나라에는 4종이 자생

○ 다래나무는 바위와 자갈로 형성된 계곡 안쪽에 주로 살며, 물 

빠짐이 좋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많이 발견

- 강원도 평창, 홍천 등 내륙 전 지역의 강가와 계곡, 남쪽으로는

전남 완도, 제주의 해발 100m 이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음

○ 개다래는 다래의 서식지 근처에서 발견되나 주로 홍천, 정선,

원주 등에서 많이 발견되며 지리산, 한라산의 높은 곳에도 서식

* 다른 지역에 비해 해발이 낮은 충청, 전남북, 경남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움

일반 다래 내한성 강한 쥐다래 길쭉길쭉 개다래 귀한 섬다래

○ 쥐다래도 다래나 개다래와 서식지역이 비슷하나 비교적 높은 

산악지역의 계곡에서 많이 자생하는 편

- 주 군락지는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 계곡, 홍천군 서석면 계곡,

정선군 산마치재 등이며 지리산 노고단에서도 발견

* 내한성이 강할 뿐 아니라 겨울철에 충분한 저온을 접해야 이듬해 봄에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종

○ 섬다래는 전남 서남해안 도서지역(흑산도, 홍도 등) 등과 남해안,

울릉도, 제주 등의 따뜻한 곳에서 비교적 드물게 몇 주씩만 발견

* 주로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므로 쥐다래와 분포지역이 완전히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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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알이면 충분한 천연 영양제

□ 참다래 열매는 독특한 맛과 모양으로도 특별하지만, 각종 영양소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과일의 제왕

○ 열매는 딸기의 달콤함, 바나나의 고소함, 그리고 파인애플의 

새콤함이 어우러진 독특한 맛을 제공

* 과일 100g당 일일 필수 영양소 9개를 기준으로 측정되는 지수인 영양소

밀도는 키위 16점, 레몬 13점, 딸기와 망고가 12점(’97, 미국영양학회)

○ 비타민 C는 성인 1일 권장섭취량의 2배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오렌지의 2～3배, 사과의 17배에 해당(‘10, Martin 등)

- 임산부에게 섭취가 요구되는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엽산, 청소년과 

50대 장년층에서 섭취가 필요한 비타민 A, E, K가 풍부

* 엽산은 25～34ug/100g 정도로 뇌, 척수 등 신경계 질환성 기형아 출생과

노인의 알츠하이머병 예방효과가 높음

* 시력보호 및 회복에 필요한 비타민 A가 175mg/100g, K는 40.3ug/100g이

들어 있음(’05, USDA)

-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비타민 E가 과실 한 개당 일일 권장량의 

25%를 포함하며, 항산화 성분인 페놀화합물도 풍부(’11, 오현정)

○ 단백질 분해효소인 액티니딘 등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고기를 부드럽게 하고 소화기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

키위의 유전정보(게놈, genome) 분석!

▷ 미국 코넬대학의 톰슨연구소는 ‘13년 키위(중국 ’홍양‘ 품종)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품종, 과일의 품질, 병 저항성 등에

관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13.10.18, Nature Communications)

- 키위는 39,04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8,000개가량이 토마토, 쌀,

포도 등과 공통의 유전자였다는 사실과 키위의 진화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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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베타카로틴, 항산화제, 지방, 단백질 등 20대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으며 콜레스테롤은 없음(‘13, Mike & Paul)

□ 다래 수액에는 칼슘 등의 무기물, 17종의 아미노산 그리고 기능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예부터 건강을 위해 이용

○ 곡우(穀雨, 4월 20일경) 전후에 채취하여 마시며, 위장 장애와 

관절 장애 예방, 그리고 뼈의 칼슘 증진에 효과(‘08, 박용서 등)

약으로도 이용될 정도의 건강기능성

□ 참다래는 예부터 피로회복과 해열, 식욕증진, 이뇨제, 골다공증 

치료 등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전해짐

○ 중국의 고서 ‘시경’(詩經, BC 1046-637)에 처음으로 한약재와 

신선 과실용으로 쓰였다고 기록

○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향약집성방’ 등에 다래의 효능과 질환

치료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

* ‘동의보감’에는 심한 갈증과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것을 멎게 하고,

결석치료와 장을 튼튼하게 하는 등의 효과가 기록

이런 경우 주의해서 먹어야!

▷ 참다래는 성질이 차서 설사를 자주하거나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많이 먹으면

아랫배가 아프고 설사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먹을 때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 있어 혓바닥이 따끔거리거나 입아귀가

약간 트는 경우도 있음(네이버블로그; 김달래 한의원)

* 접촉성 피부염 중 라텍스 고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바나나, 아보카도,

호두, 키위 등에 과민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whofoods.org)

□ 최근 현대 과학을 통해 당뇨치료, 면역기능 강화, 항암 효과, 혈압 

강하, 비만 치료 등의 기능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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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용 쥐를 이용한 당뇨병 치료효과 시험결과 혈당 11% 감소,

인슐린 대사활성 50%가 증가(특허등록 100583876)

○ 참다래를 꾸준히 섭취하면 신체기능이 활성화되고, 면역세포 

증가 등에 의한 면역기능이 강화되는 효과

- 간 손상을 나타내는 수치인 ALT가 참다래를 먹인 쥐에서 낮았으며,

간질환 치료제와 비슷한 효과를 보임(‘04, 농촌진흥청)

- 호흡기관의 면역기능을 강화시켜 감기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근육 내 산화스트레스를 억제(‘08, Margot 등)

- 관절염 염증을 완화하고, 혈장 내 중성지방과 혈압을 낮춰

심혈관질환 예방효과를 보임(‘08, Asim)

○ 참다래 섭취로 항산화물질의 증가로 항암 및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입증

- 장내 항산화물질 증가, 손상된 DNA 회복, 그리고 비타민 A와 

C가 직간접적으로 항암 효과를 나타냄(‘03, Collins)

* 배변량이 증가하여 다이어트 효과가 크고 탄수화물과 폴리페놀에 의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이루어 대장암 예방효과가 나타남

-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소(ACE)의 활성을 11%

감소시키는 등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우수(‘12, Karlsen 등)

다이어트엔 그린키위, 아이에겐 골드키위가 적합!

▷ 새콤한 그린키위는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좋고,

단맛의 골드키위는 어린이의 영양 간식에 적합

- 식이섬유가 2-3g/100g로 사과, 오렌지, 바나나와 비슷하지만

체지방을 감소시켜 비만치료 효과가 높음(’11, USDA)

* 참다래를 2.5% 먹인 실험용 쥐는 배변량이 1.8배 증가하여

변비치료 효과가 뛰어남



RDA 111호

7

interr●bang

버릴 것이 없는 참다래

□ 참다래는 야생종 다래를 개량하여 과수로 육성하였기 때문에 

고문헌에 기재된 약효가 살아 있는 건강과일

○ 예로부터 조상들은 봄철이 되면 다래 줄기에 흠집을 내어 받은 

수액을 마셔 건강을 지켜왔음

- 현재는 일부 농가에서 다래 수액을 채취하여 팔고 있으며,

일부는 제품화되어 판매 중

* 포도당 및 과당의 함량이 고로쇠나무 보다 각각 9배, 23배이며 칼슘, 칼륨,

마그네슘, 망간(Mn), 인 등 10대 무기질을 풍부하게 함유(경상대 성낙주)

○ 다래와 참다래에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성분이 많아 면역강화 

약제나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에도 활용 중

- 다래추출물은 국내 최초로 면역과민반응(아토피, 알러지 등)

완화효과를 인정받은 기능성 성분

* 열매 뿐 아니라 잎, 줄기에도 함유되어 이를 이용한 비누, 천연물 소재

화장품 개발, 동물용 기능성 사료에도 쓰이고 있음

○ 그 외에도 다래 건조칩, 술(와인) 등이 개발되었으며 젊은 층이 

자주 찾는 커피전문점에서 참다래는 빠질 수 없는 주스 원료

* 북한산 다래술도 있을 정도의 친숙한 양조소재이며 최근에는 발효기법을

이용한 다래효소나 다래 잎, 줄기 파쇄물로 키운 노루궁뎅이버섯도 등장

다래나무 수액 면역균형 치료제 어린이용 기능성 식품 다래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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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육색과 크기가 다양한 참다래

□ 재배종인 참다래는 크기, 과육의 색 등에 따라 그린, 골드, 레드와 

미니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음

○ 가장 일반적인 키위는 그린키위로 전 세계 그린키위의 90%

이상이 뉴질랜드에서 육종된 ‘헤이워드’라는 품종 

- 다른 그린키위 종에 비해 과육색이 맑은 녹색으로 향과 맛이 

좋고 특히 저장기간이 아주 길어 선호되었던 품종

* 우리나라에서 육성된 품종으로는 헤이워드보다 조금 크고 당도, 식미가

더 좋은 ‘제시스위트’, ‘대흥’과 같은 품종도 재배되고 있음

○ 과육이 노란색인 ‘골드키위’는 그린키위보다 단 맛이 강하여

소비자와 재배농가 모두에게 인기

-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것은 ‘제스프리 골드’로 더 잘 

알려진 ‘Hort 16A’라는 품종으로 ‘헤이워드’보다 단 맛이 강함

- 국내 육성 종인 ‘제시골드’, ‘한라골드’ 등의 골드 키위도 ‘제스프리

골드’에 못지않은 품질과 빠른 수확기로 점차 재배가 증가

○ 최근에 개발된 과육이 붉은색인 레드키위는 꽃피는 시기와 수확기가

가장 빠르며 당도도 높은 것이 특징으로 ‘홍양(紅洋)’이 대표적

○ 미니키위는 야생다래를 이용하여 만든 종으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을 뿐 아니라 크기가 작고 귀여워 ‘방울키위’로도 불림

그린키위 골드키위 레드키위 미니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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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 까다로운 참다래의 생활습성

□ 연평균 기온이 15℃ 정도 되는 곳에서 재배할 수 있으며, 기온,

수분, 바람 등의 환경에 민감

○ (기온) 재배지역의 적정온도는 연평균기온 15℃이상, 개화 및 

착과 적온 18~23℃, 과실 성숙적온은 20~25℃

- 첫서리가 빨리 내리거나 최저기온이 –10℃ 이하에서는 피해를 

받기 쉬우며, 특히 어린 나무는 동해를 받아 고사되기 쉬움

* 우리나라는 참다래 재배의 북방한계선에 위치하여 환경적으로 불리하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재배 기술의 향상은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

○ (수분) 뿌리가 토양의 표면 가까이에 분포하고 잎이 커서 4일 

동안 토양이 마르거나 물이 고이면 살지 못하게 됨

○ (바람) 1년에 4～5미터 이상 빨리 자라 어린가지의 속이 비어 

있거나 매우 약하여 바람에 의해 피해를 받기 쉬움 

익혀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 참다래!

▷ 참다래는 바나나, 망고, 파파야, 아보카도 등과 같이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한 후에 실온에서 일정 기간 익혀 먹는 후숙과일

- 참다래는 보관성이 뛰어나 천천히 익혀먹으려면 냉장고에 보관하고, 빨리 익혀

먹으려면 잘 익은 과일과 함께 밀폐 용기에 보관

* 숯으로 에틸렌을 발생시켜 키위를 익히는 후숙제를 개발(’11, 농촌진흥청)

□ 참다래는 여러 해 살이 덩굴성 낙엽과수이며, 암수그루가 따로 

있어 혼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함 

○ 자연 상태에서는 벌이나 방화곤충에 의해 수분이 이루어지지만  

확률이 낮은 편이라, 인공수분이 반드시 필요

* 수입산 인공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13.5.15,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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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거인에 맞서는 우리 참다래

세계의 참다래 산업 이야기

□ 9만 4천 ha에서 149만 톤이 생산(‘11)되며,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생산량이 ‘80년 이래 연평균 14%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과일

○ (이탈리아) 80년대에 뉴질랜드의 키위를 도입하였고, 기술이

포도와 유사한 점을 활용해 가장 생산량이 높은 국가로 등극 

- 이탈리아산이 유럽에 판매되는 시기는 뉴질랜드 , 칠레산의

출하기와 겹치지 않는 전략을 구사('08, Wilkinson)

* '11년 생산량은 43만 톤으로 전 세계의 29%를 점유

○ (뉴질랜드) 1904년 중국으로부터 오늘날 참다래의 원형을 도입

하였고, ‘50년대 미국에 수출하면서 키위푸르트라는 명칭을 사용

- 전 세계 생산량의 28%인 42만 톤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10a당 

생산량은 3.2톤에 달해 전 세계 평균의 2배(‘11, FAO)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어떻게 탄생했을까?!

▷ ‘농가 조직화’가 왜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

- 키위가 개발된 이후, 70년대까지 농가들의 기업화는 이루어

졌으나 조합의 결성은 되지 않고 서로 경쟁하던 구도

- 80년대 들어 과잉생산에 따른 수익성의 악화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출혈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달음

- ’93년 정부의 엄밀한 산업분석이 실시되고, ’97년 수출창구의

일원화를 기본으로 하는 마케팅 조직이 출범(zespri.com)

○ (칠레) ‘70년대에 도입된 이후 ’82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

하고, 생산량 면에서 세계 3위 국가에 진입(‘11년 현재)

* ’82년 10톤에 불과하던 생산량은 ’11년 23만 7천 톤까지 빠르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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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히 세계 시장을 겨냥하여 생산되는 과일로, 전 세계 생산량의

89%가 수출되는 것이 특징 

○ (뉴질랜드) 전 세계 수출량의 28%, 수출액의 37%를 점유하며,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제스프리(Zespri)의 고향

- 뉴질랜드에서 키위는 신선과일 수출액의 66%(9억 6천만 NZ$),

원예작물 수출액의 28%를 차지할 만큼 중요(‘11, Fresh Facts)

- 특히 일본(21%, 수출액 기준)을 주력으로, 중국(11.4%), 스페인

(6.6%), 한국(5.6%) 등 거의 전 세계에 판매(’12, FAO)

제스프리(Zespri)는 왜 참다래 시장의 ‘골리앗’인가?!

▷ ’97년 시작하였으며, 현재 2,622명의 참다래 전문 생산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12∼’13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총 매출액은 1.3조 원에 이르며 수출액만

9,772억 원(1.1조 뉴질랜드 달러) 규모(’13, Zespri)

-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장점으로 활용하여, 유럽과 지속적인 교류를 펼치고,

아시아는 소득이 높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등 지역별 시장 공략을 추진

- 과일관련 무역박람회에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소비자 투어 등을 통한 뉴질랜드

과수 농가 방문, 판매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 대상국가의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와의 장기적인 교류를 한 것이 주요 성공 요인(’11, Asia Knowledge)

*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키위 중 24.4%가 제스프리의 상품이며, 이탈리아, 프랑스가

해외에 공급하는 물량 중 80%가 제스프리의 것

○ (이탈리아) 전 세계 수출량의 27%를 점유하나 수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23.4%로, 저가(低價) 위주로 시장을 공략 중 

- 독일(18%), 스페인(12.6%) 등 가까운 유럽을 주력 시장으로 함

- 뉴질랜드, 칠레산 등의 유럽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9개사(社)가 ‘12년 컨소시엄을 구성

* 컨소시엄(KIWI FRUIT OF ITALY)에 참여한 업체는 Spreafico, Naturitalia,

Salvi-Unacoa, Granfrutta Zani, Frutta C2, Orogel Fresco, PempaCorer

Terre merse, Jingold, KIWI UNO 등(kiwita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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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자국내 생산량이 전혀 없으나 , 전 세계 수출량의

8%, 수출액의 12.6%를 점유하고 있는 특이한 나라

- 수출은 제스프리의 현지지사를 통해 수입되는 물량이 대부분

(총 수입량의 83%)이며, 독일, 프랑스 등의 인근 지역이 타깃

* EU와 뉴질랜드 사이에는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벨기에를 통한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이 본토(뉴질랜드)에서 직수출하는 경우보다 관세

등에서 이익(EU 진출을 위한 전통적인 교두보)이 되기 때문

○ (칠레) 자국 생산량의 72%를 수출하고 있으며, 관련 협회간 

공조를 통해 수출품의 품질 기준을 엄격히 관리 

- 뉴질랜드가 크게 주력하지 않는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선을 확보

하고 있으며, ‘11년 미국에서 수입한 물량의 39%가 칠레산 

- 연중 고품질의 참다래를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숙성

보증 프로그램(PAM)’을 가동 중

제스프리(Zespri)는 왜 다른 나라에서 계약재배를 할까?!

▷ 우리나라 제주도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칠레,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계약

재배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만 1천 톤을 생산·판매하여 939억 원의

매출(’12∼’13)을 기록하였는데, 여기에는 나름의 경제 논리가 숨어 있음

① 수입 시장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경우, 수입의 경우와 달리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

-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산의 관세가 4.1%(내년부터 무관세)인 반면 뉴질랜드산은

45%로 칠레산과의 가격 경쟁에서 매우 불리

* ’12년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뉴질랜드산은 칠레산에 대한 관세의 연차적 하락 효과로

전년 대비 5천 톤이 감소한 반면 칠레산은 4.7천 톤이 증가(통계청)

② 현재는 우리나라산의 단경기인 5∼12월에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물량은 언제든지 국내산과 경합이 가능

③ 현지에서 실제 재배하므로, 그 나라의 토양조건 , 재배기술 수준의 변화,

수요동향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가 용이

④ 장기적으로 소비자는 제주산과 뉴질랜드산을 구분하지 않게 되며 이는 농산물에

특히 중요한 ‘국내산에 대한 충성도’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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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석권한 제스프리의 일관된 원칙

□ 뉴질랜드는 품종개발 및 판매, 로열티, 계약재배시스템 등의 종합

마케팅 전략으로 세계 참다래 시장의 거인으로 우뚝 섬

○ 품종개발에 있어서는 세계 소비자의 기호변화 뿐 아니라 수출

대상국별 소비자의 기호까지 고려한 것이 특징

* 골드키위는 단 맛과 노란 색을 선호하는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대표적인 상품이며

당도 높은 대과종, 간단히 먹는 소형종은 미국, 유럽을 목표로 한 품종

○ 뉴질랜드 참다래의 생산자 조합인 ‘제스프리’는 판매 뿐 아니라 

품종육성, 계약재배, 품질관리 등을 총괄지휘

- 재배기술, 수확 및 유통, 품질관리 등도 패키지화한 계약재배를 

통해 현지인의 소득증대에도 노력하여 영향력을 극대화

* 계약재배 농가가 수확하여 판매하는 시기에는 수출을 하지 않는 신사적

마케팅을 통해 신뢰와 실익을 모두 챙기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

□ 특히 품질에 관해서는 자국 생산자 뿐 아니라 계약재배 국가의 

농업인까지도 엄격한 ‘제스프리 프로그램’을 준수하도록 운영

○ 수확시기와 후숙과정, 유통기간 등이 일체화하고 과실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여 전세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 전 세계에서 계약재배되는 물량으로 인해 키위가 연중 공급될 

뿐 아니라 한결같은 품질로 타 브랜드를 압도

제스프리(Zespri)의 최대 라이벌은 영양제

▷ 제스프리에서는 다른 키위 생산국의 약진은 오히려 시장의 확대로 볼 정도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진정한 라이벌은 저가의 영양제라고 여길 정도

- 품질관리로 제스프리만을 찾는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제1 목표이며,

이를 위해 가격을 희생하지 않고 생산자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제2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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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참다래 산업 이야기

□ ‘77년 도입되어 90년대부터 재배가 본격화되었으며, ’12년 1,147ha

에서 2만 2천 톤, 469억 원(‘11)어치가 생산

○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것 보다는 시설재배를 통한

토지 생산성 증가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증가 

- 과거에는 노지에서 재배되었으나 ‘99년 이후 시설재배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생산량도 급격하게 늘어남   

* 재배면적은 ’90년 813 ha에서 ’12년 1,147 ha로 연평균 1.6%씩 성장한 반면

동기간 생산량은 5천 톤에서 22.4천 톤으로 해마다 7.1%씩 가파르게 증가

○ ‘90년 74억 원에 불과하던 생산액은 ’11년 469억 원으로 거의 

하락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   

참다래 1개당 로열티는 얼마일까?!

▷ 우리 농가들이 뉴질랜드 제스프리의 품종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5%를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예를 들어 농가가 참다래 1개를

1,000원에 판매하면 개당 로열티는 150원이 되는 셈

- 제스프리는 전 세계에서 로열티 수익으로만 한 해에 222억 원(2,499만 뉴질랜드

달러, ’12∼’13년 기준)을 벌어들이고 있음(’13, Zespri)

- 농촌진흥청이 ‘제시골드’와 ‘한라골드’를 개발한 이후 ’10년에는 9천만 원, ’11년에는

2억 3천만 원, ’12년에는 7억 5천만 원 등으로 로열티의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후숙해서 먹어야 하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색적인 풍미를 장점

으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1인당 소비량은 ‘00년 0.4kg에서 ’12년 1kg으로 가파르게 증가

- 특히 당도가 높은 골드키위는 그린에 비해 5kg당 도매가격

(‘11~’12년산)이 약 3배 높음(‘12, 서울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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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면에서는 뉴질랜드산이 약 70%를 점유하는 가운데 나머지를 

칠레, 미국산 등이 따라가는 상황

○ 전체 수입은 ‘9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

가격이 종전 보다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

- 수입량은 ’97년 8천 톤에서 ‘12년 2만 9천 톤으로 연평균 9%씩,

같은 기간 수입액은 163억에서 754억 원으로 11%가 증가

* 뉴질랜드산은 수입 시장 점유율(물량 기준)이 최저 60%에서 최고 93%까지

꾸준히 시장 1위를 유지

- 수입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참다래의 자급률은 하락세 

* 자급률: 75%(’00) → 52%(’02) → 35.6%(’05) → 37.4%(’08)

2013년 우리나라의 참다래 시장, 이탈리아산이 몰려온다?!

▷ 전 세계 최대 생산국인 이탈리아의 참다래가 검역을 통과하여 올해부터

국내에 유통되기 시작(’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칠레산보다 품질이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EU FTA의 효과로

관세도 기존 45%에서 39.3%로 인하된 상황

- 보다 큰 문제는 이탈리아산의 출하시기가 국내 참다래의 출하시기와 겹친다는

것으로 국내산과의 본격적인 경합이 예상

* ’13년 9월말까지 436 톤, 9억 6천만 원(90.7만 달러) 어치의 이탈리아산 참다래가

수입

□ 국내산 참다래의 수출은 특정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수출 보다는

단기적이며 극소량만이 수출

○ ’97~‘00년까지는 참다래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을 중심으로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에 수출하였으나 이후 거의 중단된 상황

○ ’08년 이후 베트남, 몽골, 미국 등지로 1톤 미만의 수출이 재개

되었으나 시장을 형성하기에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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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참다래 강소농 분투기(奮鬪記)

□ 뉴질랜드산, 칠레산을 비롯하여 이탈리아산까지 국내 시장을 넘

보는 상황에서, 우리 강소농들의 사활을 건 싸움이 시작 

○ 30년째 농사를 지어 ‘키위박사’로 불리는 고봉주 회장은 ‘10년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토종 참다래 전도사로 등장 

- 법인에는 제주의 150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라골드’ 품종을

이용해 ‘키위랑’이라는 독자 브랜드도 구축

* 전국 곳곳을 다니며 시식·홍보행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다래

음료수를 개발하고 알사탕 형태의 ‘키위비타C'도 개발

○ 경남 사천의 장영길 대표는 ‘제시골드’ 품종을 경남과 전남에

상륙시킨 장본인이며, 한국골드키위생산자 연합회도 출범

- 경남의 70여 농가, 전남의 130여 농가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200여 농가와 함께 공동브랜드인 ‘남쪽햇살’을 런칭 

* 자신의 농장에서 참다래 재배만으로 4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부농

○ 전남 보성의 선병민 회장(해금골드키위영농조합법인)은 150

명의 생산자들과 함께 ‘해금’ 품종 300톤, 3억 원의 매출을 기록

- 해금은 제스프리 골드키위에 맞서기 위해 ‘07년 전라남도농업

기술원이 개발하였으며, 당도는 더 높고 신맛은 낮은 품종

* 제스프리는 끝이 뾰족하나 해금은 끝이 둥글어 깎을 때 손실도 적은 장점

고봉주 회장(제주) 장영길 대표(경남) 선병민 회장(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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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거인 골리앗에 맞선 소년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

□ 전 세계적으로 참다래는 성장하는 과수이므로 체계적인 전략수립과

대응에 따라 참다래 분야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작목  

○ 뉴질랜드는 1904년 중국에서 가져간 종자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전략과 연구개발을 접목시킴으로써 세계 제일의 수출국으로 등극

- 우리나라도 짧은 역사(그린키위 40년, 골드키위 5년) 대비 경쟁

력이 높고 재배농가들의 의식수준이 높아 미래 전망이 밝음

○ 뉴질랜드 제스프리사(社)의 영향력과 강력한 마케팅 전략에 의해

국내산 키위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 그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고르지 않은 품질과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한 중소 참다래 브랜드의 문제도 있음

○ 맛 뿐 아니라 건강적인 측면에서 소량 섭취로도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과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변화도 요구

국가 차원의 집중연구가 앞으로의 시장을 좌우

□ 뉴질랜드는 70～80년대의 위기를 생산자조합의 결성과 새로운 농업

기술의 개발로 극복하면서 세계시장을 석권

○ 다른 나라와 차별화될 수 있는 품질의 품종, 수출대상국의 주 

소비계층 기호도에 맞는 품종 개발이 성공의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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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제시스위트’, ‘제시골드’, ‘한라골드’ 등의 

품종은 참다래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고급 품종

- 빈약한 연구 인력과 좁은 실험면적에서도 최대의 성과를 거둔 

좋은 사례로 연구투자가 집중될 경우 좋은 결과가 예상

* 제스프리사는 연간 1,000억 뉴질랜드 달러(약 88억) 이상을 투자해왔으며

중국은 사천성에만 1,000종 이상의 유전자원과 15ha 이상의 실험농장을 운영

□ 제스프리, 엔자 등의 거대기업과 겨루기 위해서는 재배방법, 저장,

유통 등에 대한 연구투자 집중이 요구

○ 품종별 정확한 수확시기, 저장기간, 유통방법, 비파괴 당도측정 

등 수많은 농업기술이 필요 

- 특히 소비자들이 민감한 저장력과 맛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잘라보지 않아도 익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 등이 중요

* 뉴질랜드는 이러한 기술을 종합하여 패키지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균일한

품질의 참다래를 생산하여 세계시장에 연중 공급

- 생화학, 생명공학, 센서공학 등과 IT기술을 이용한 품질관리 

기법에 대한 연구도 시급한 실정

* 이산화탄소, 에틸렌의 발생량에 따라 색이 변하는 라벨지를 부착하여 가장

먹기 좋은 시기를 알려주는 등의 센싱물질 개발이 시급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센싱기술

▷ 최근 맥주회사에서는 맥주라벨에 센서기술을 더하여 가장 맛있는 온도에서

라벨에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여 성공

- 차게 식힌 맥주가 실온에 접했을 때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에 착안하여 가장

적절한 온도에서 색이 변하는 센싱기술을 적용

- 장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매직장미’의 경우 꽃잎에 특정한

온도에서 색이 변하는 물질을 발라 온도마다 다른 색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제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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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참다래 연구기관들과 주요 생산자 조합이 연계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연구효율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도 요구

- 참다래 재배농가들은 기술수준과 도전의식이 우수한 편으로

현장 연구자로서 부족한 연구 인력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음

* 연구기관에서 품종을 개발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하여 재배기술, 과실

특성, 저장조건 등을 한 번에 연구하는 것이 가능

참다래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도 필요

□ 참다래는 포화된 우리 과수농업에 새로운 소득원과 과수 시장의 

활로를 열어주는 아이템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큰 품목

○ 국내의 과수농가는 계속적인 생산비 상승, 인력의 노쇠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수입과일에 대한 경쟁력도 약화 추세

- 국내산 참다래는 중국, 이탈리아, 칠레 등의 외국산과 비교할 

때 생산비 측면에서 불리함이 적은 편

-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급속한 성장도 기대

○ 제스프리와 같이 국내의 모든 생산자가 협력할 수 있는 조합 구성

등을 유도하는 정책 지원이 시급

- 지역별, 품종별 연횡합종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강력한 

생산자 조합의 탄생을 유도

* 성공한 농업경영체 육성 모델이 탄생할 경우 다른 과수농가에 영향을 주어

국가 과수농업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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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으로 보는 국내육성 참다래 품종

‘제시골드’(Jecy Gold)

▷ ‘골든옐로우’×‘손오공’ 교배, ’02년 개발된 국내 1호 골드키위

- 과실은 종 모양으로 크기가 크고 생산량이 많아 재배에 유리

- 과육색이 황금색이며 당도가 높고 과즙이 많아 식미감이 우수

- ‘13년 경남, 전남 및 제주에서 약 100ha 재배 중

‘해금’(Haegeum)

▷ 중국의 ‘금풍’×‘옥천’ 교배, ’06년 품종 개발

- 과실은 단타원형으로 결실이 균일

- 과육색은 황색이며 당도가 높고 식미감이 우수

- ‘13년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약 100ha 재배 중

‘한라골드’(Halla Gold)

▷ ‘골든옐로우’ × ‘손오공’ 교배하여 ’07년 품종 개발

- 과실은 타원형으로 외형이 매우 뛰어남

- 과육색이 황색이며 당도가 높고 식미감이 우수하며 10월 수확

- ‘13년 제주를 중심으로 53ha 재배 중

‘스키니그린’(Skinny Green)

▷ (다래×‘토무리’)의 실생× 다래 교배, ’07년 품종 개발

- 껍질째 먹는 미니 참다래로 열매 무게가 20g으로 큼

- 과실은 원통형이며, 10월 중순 수확이 가능

- 과육색이 녹색이며 당도가 높고 식미감이 우수

- ‘13년 경남지역에 0.1ha 재배 중

‘골드러쉬’(Gold Rush)

▷ ACT-12×ACT-13 교배, ’08년 품종 개발

- 과실은 타원형으로 크기가 크고 생산량이 많음

- 과육색이 연황색이며 당도가 높고 10월 수확가능

- 2013년 현재 경남지역 0.5ha 재배 중

‘스위트골드’(Sweet Gold)

▷ ‘퍼스트엠퍼러’×‘옥천’ 교배 ’10년 품종 개발

- 과실은 타원형으로 경도가 매우 뛰어남

- 과육색은 녹황색이며 당도가 매우 높고 식미감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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