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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루베리의 신상명세

최근 ‘~베리’로 불리는 작은 과일들이 항산화기능성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중에 블루베리는 진달래과 산앵도나무속에 속하는 북미 원산의 과수로 인디언에

의해 이용 방법이 전해져 온 것으로 세계 대전 이후 건강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품종 및 재배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 미국의 국가적 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블루베리는 많은 개량과정을 거쳐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어 있지만 대표적

으로는 가장 많이 재배되는 것은 키가 큰 하이부시 블루베리, 키가 작은 로우부시,

그리고 키가 가장 크고 온난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레빗아이 품종등 3종류이다.

2. 슈퍼푸드의 대명사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인 블루베리는 적절한 당도와 산미를 함유해 새콤

달콤한 맛을 내는 보라색 열매로 비타민과 각종 무기질 등 영양을 고루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물질이 각종 성인병 및

암을 일으키는 인체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 40여 가지의 채소와 과일

중에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눈에 좋은 로돕신을 함유하여

눈세포의 재합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눈의 피로 회복, 시력 보호 및 증진, 백내장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시력 개선제 역할도 한다. 그 외에도 콜레스테롤 강하, 대장암

예방, 심혈관계 질환 치료, 당뇨병 치료 등의 기능성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

기능성을 이용하여 빵, 쿠키 등 3만 여종의 가공식품, 시력 개선 등의 의약용 제품과

피부 개선용 화장품 등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요리에서는 샐러드, 소스, 디저트

등의 음식 부재료로 이용되어 기능성과 보라색의 독특함을 더해 주고 있으며, 축제나

수확체험, 그리고 관상용 재료로도 이용되고 있다. 블루베리는 북미 중심으로 생산

(80%)과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도입되어 ‘07년 이래

재배면적이 연평균 54%씩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07년 112ha에 불과하던 것이 ’13년

재배면적이 1,516ha까지 증가하였다.

3. 시사점

블루베리가 소비자의 기호,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소비량이 변하는 농산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제대로 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 과일 생산과 함께 블루베리가 가진 장점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장 확대의 첩경이다. 세계적으로 경쟁이

거센 과종이지만 국내에는 적응단계라 열정과 의욕이 뛰어난 강소농 육성이 필수적이며,

경영, 가공 등의 기술 지원과 재해 보험 등의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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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블루베리의 신상명세

베리라는 이름의 과일들

□ 최근 색깔음식(color food)이 몸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색상의 음식들이 부상

○ 그 중에서 높은 항산화기능으로 가장 급속히 부상한 것이 검은색을

띤 포도, 검은 콩, 블루베리 등의 블랙푸드

- 다른 종류의 음식들은 우리 식생활에서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던

식품이었으나 블루베리는 상당히 생소했던 과일

○ 특히,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로 불리는 작은 과일(소과류)은

모두 항산화기능성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음

□ ‘~베리’가 붙는 과실들은 잘 알려진 블루베리를 비롯하여 크랜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구즈베리, 커런트 등 매우 다양

○ 크랜베리(cranberry)는 진달래과에 속하는 식물로 꽃이 학(鶴)과

비슷하여 크랜(crane)베리라고 부른다고 하며 우리말로는 월귤

- 유럽이나 북미지역에 자생하며 가을에 체리와 비슷한 모양의

빨간 열매를 맺는 식물로 원주민들이 요도, 방광질환에 이용

* 안토시아닌이 많아 항암, 노화방지 효과가 인정되며 그 외에 시력개선이나

충치나 구강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추수감사절에 빠지지 않는 과실

크랜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구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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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베리는 우리나라의 산딸기와 같은 종의 식물로 보통 검은

딸기로 불리며 모양은 산딸기와 오디의 중간 형태

- 안토시아닌은 풍부하나 우리나라의 복분자 등에 비해 당도가 낮아

잼 등으로 이용하며 국내에 가시없는 복분자로 잘못 알려짐

* 장미과 딸기속에 속하는 식물로 전 세계에 자생하고 있으며, 블랙베리라

하면 산딸기와 다른 종을 교배한 식물을 의미하기도 함

○ 라즈베리(raspberry)는 원래 산딸기 속 식물 중 먹을 수 있는 것의

총칭으로 원래는 붉은 라즈베리만을 의미

-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나 북유럽산이 가장 유명하며 섬유질이 많아

변비예방, 콜레스테롤 강하 효과가 있으며 오메가 3지방산도 풍부

블루베리와 전혀 관계없는 베리들

▷ 작은 열매라는 의미로 베리를 붙이지만 사실 진짜 베리로 여겨지지 않는

것임에도 기능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과실들도 있음

- ‘아로니아’라 불리기도 하는 쵸크베리는 항산화성분 함량이 높은 장미과의 식물로

떪은 맛 때문에 가공용으로 많이 쓰이며 생과 가격은 블루베리의 10배 정도

- 가장 높은 항산화성으로 주목받은 ‘아사이베리’는 남미의 밀림에서 자라는 야자수

열매로 브라질에서는 ‘생명의 열매’로 불리며 씨앗이 매우 커 가공식품으로만 이용

○ 구즈베리(gooseberry)는 까치밥나무속에 속하며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등 색깔이 다양하며 추위에도 잘 견디는 식물

- 18종의 아미노산이 들어 있으며 비타민 C, B도 풍부하며 철,

아연, 인 등의 미네랄 함량이 높아 예로부터 즐기던 건강과일

* 구대륙(유라시아)이 원산지로 유럽에서는 매우 큰 열매가 열리고 잘 자라지만

미국에서는 병에 잘 걸리는 독특한 식물

○ 블랙커런트(blackcurrant)도 구즈베리와 같은 까치밥나무속에

속하는 구대륙 원산이나 현재는 뉴질랜드가 최대의 생산국

- 비타민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후두염 등의 호흡기 질환 예방효과가

인정되었으며 2차 대전 중에는 비타민 공급원으로 영국에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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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 형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블루베리

□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게 된 블루베리는 진달래과 산앵도나무속에

속하는 북미 원산의 과수로 인디언에 의해 이용 방법이 발견

○ 북미대륙의 원주민들은 수세기 동안 삶의 지혜로서 야생 블루

베리를 식량과 약용작물로 이용

- 美북동부지역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들은 블루베리를 신의 선물로

여겨 약, 염료, 식재료, 조미료, 향신료로 이용

* 알려진 바에 따르면 1620년 플리머스에 정착한 초장기 이민자들이 굶주림,

풍토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왐파노아그족 인디언들이 옥수수농사법,

야생동물 및 식물 이용법을 전수하였다고 하며 그 중 블루베리 이용법이 포함

- 야생식물과 동물에 대한 지식을 배워 살아남게 된 이주민들이

감사의 표시로 원주민을 초청하여 축제를 연 것이 추수감사절

□ 블루베리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미국의 남북전쟁과 1․2차 세계

대전 등을 겪은 병사들의 체험에서 비롯

○ 괴혈병을 막기 위해 병사들에게 기본식료품으로 보급되었는데

주로 건조, 조림 등의 형태

○ 2차 대전 당시 한 영국 공군조종사가 블루베리잼을 듬뿍 바른 빵을

먹고 야간시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후 정식으로 연구가 시작

블루베리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차(茶)

▷ 원주민이 출산을 할 때 신경안정제로 블루베리 잎과 뿌리를 볶아 두었다가

뜨거운 물에 타서 차로 마셨다고 함

- 과즙은 훌륭한 염료로서 바구니와 천을 염색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말린 블루베리는

육류, 국물 요리 등의 맛을 내는데 사용하였고 고기의 누린내를 없애는데도 사용

- 최근 연구에 의하면 블루베리 잎, 뿌리 등으로 만든 차에는 혈액정화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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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블루베리

□ 산앵도나무속의 식물 중 크랜배리, 링곤베리, 빌베리 등은 유럽에도

있으나 블루베리는 북미에만 분포하던 과일

○ 세계적인 과일로 거듭난 데에는 1900년대 초 미농업부의 프레데릭

코빌박사와 엘리자베스 화이트여사의 공로가 지대

- 화이트여사의 재정지원과 코빌박사의 연구 노력이 만나 야생

하이부시 블루베리를 개량하여 상업성 있는 품종이 탄생

* 미국의 국가적 사업으로 성장하면서 식물육종, 재배기술, 식품가공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

프레데릭 코빌 엘리자베스 화이트 블루베리 꽃 블루베리 단풍

□ 블루베리는 과수로서 뿐 아니라 도시농업, 가정원예에도 적합한

식물이나 은근 까다로운 성격도 있는 까칠한 과일

○ 봄에는 아름다운 꽃과 향기, 여름에는 익어가는 청자색의 과일,

가을에는 선홍색의 단풍 등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식물

○ 좋아하는 토양은 pH 4~5정도의 산성토양으로 미리 땅의 산도를

맞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며 과습, 건조에도 민감

* 하이부시 블루베리의 경우 수확기가 우리나라의 장마철과 겹치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도 필요

○ 과실은 평균 1~2g정도로 작고 일시수확이 안되기 때문에 일일이

손이 많이 가며 연하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와 수송이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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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의 형제들

□ 현재의 블루베리는 많은 개량과정을 거쳐 다양한 품종이 있지만

식물학적으로 볼 때는 크게 3가지

○ 가장 많이 재배되는 ‘하이부시(high bush)’ 블루베리는 키가 큰 종

(1～3m)으로 생과로 이용되는 품종의 대부분이 이에 속함

- 대략 생산량의 65%가 생과용, 나머지 35%는 가공용으로 쓰이며

온대 지역에서 잘 자라며 우리나라의 재배 품종의 주종을 이룸

* 세계적인 품종으로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재배되는 듀크(Duke), 블루크랍

(Bluecrop), 엘리엇(Elliott), 드레이퍼(Draper) 등이 있음

○ 키가 작은 ‘로우부시(lowbush)’ 종은 키가 15～30cm 정도로 혹한의

추위에 적응한 품종

- 캐나다, 미국 북동부를 중심으로 재배되는 종으로 주로 가공용

으로 이용하고 나무 자체를 자르거나 불태운 후 기계로 수확

* 품종육성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며 로우부시 종은 크게 추위에 매우 강한

로우스위트베리와 그보다 약간 내한성이 약한 벨벳잎(하이탑) 종으로 나뉨

○ 미국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래빗아이’ 종은 키가 블루베리 종 중

가장 커서 3m이상 자라며 온난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품종

- 국내에서는 일부 지방에서만 가능하며 열매가 익기 전 토끼눈

처럼 빨갛게 변한 후 자주색으로 완숙되는 것이 특징

하이부시 블루베리 수확 로우부시 블루베리 수확 래빗아이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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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슈퍼푸드의 대명사

10대 건강식품의 하나

□ 현대인들의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노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슈퍼푸드로서 블루베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슈퍼푸드란 건강에 유용한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질병 치료

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Macmilan dictionary)

- ‘98년 아론 모스(Aron Moss)가 어떤 식품들은 ’슈퍼 푸드‘라고

불려도 될 만큼 영양이 풍부하다고 언급하면서 탄생한 말

- 그러나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며 식품업계의

마케팅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

* ’07년 7월 유럽연합(EU)에서는 믿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에 슈퍼 푸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 ‘02년 타임지(Time)에서 10가지의 슈퍼푸드 중 블루베리의 안토

시아닌이라는 항산화물질의 가능성에 주목

- 이외에 브로콜리, 마늘, 시금치, 토마토, 녹차, 연어, 귀리, 포도주,

견과류 등이 언급

* 거의 공통적으로 비타민, 무기염류,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여 심혈관계

질환과 암 예방에 좋은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블루베리

브로콜리

마늘

시금치

토마토

녹차

연어

귀리

포도주

견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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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과일

□ 블루베리는 적절한 당도와 산미를 함유해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푸른색 열매로 비타민과 각종 무기질이 풍부

○ 열매의 열량은 낮은 편이며, 영양분은 품종과 생산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순으로 많음

* 생과 100g 당 열량이 57㎉이고 지방이 적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으며,

수분 84.2g, 탄수화물 14.5g, 단백질 0.7g, 지방 0.3g 등이 포함(USDA)

○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열매로 푸른색의 색소, 새콤달콤한 당분,

점성이 있는 펙틴, 은은한 향기가 특징

- 열매가 푸른색을 띠게 하는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이 일반

포도보다 30배 이상

- 달콤한 맛은 포도당과 과당, 새콤한 맛은 유기산(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등)에 의한 것으로 품종마다 비율이 달라 맛이 조금씩 다름

○ ‘항산화 비타민’으로 불릴 정도로 비타민 C와 E가 풍부하며, 특히

비타민 C는 일일권장섭취량(100g 당)의 16% 가량이 포함(USDA)

- 껍질과 씨도 먹을 수 있어 장에 좋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100g에 일일권장섭취량의 10%가 포함

○ 칼슘, 철, 망간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며, 특히 뼈 발달과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망간은 일일권장섭취량(100g 당)의 17%가 포함(USDA)

얼마나 먹어야 기능성 효과를 볼 수 있나?

▷ 블루베리를 생과로 먹을 경우 하루에 40g(열매 약 20～30개) 이상을 3개월 이상

지속해서 먹으면 시력 개선 및 시력 감퇴 억제에 효과적(USDA)

- 블루베리 섭취 약 4시간 후에 안토시아닌의 효력이 나타나며, 24시간 이내에

소실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열매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

* 블루베리 건과의 경우는 10g(건과 10개) 이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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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는 기본, 시력 개선은 보너스

□ 블루베리는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대표적인 식물로 열매와 잎을

모두 쓸 수 있으며, 최근 들어 여러 기능들이 확인되고 있음

○ 미국 농업부(USDA)는 주요 40여 가지의 채소와 열매의 항산화

효과를 비교한 결과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은 각종 성인병

및 암을 일으키는 인체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

* 블루베리 항산화 효과는 사과의 2～3배, 포도의 약 7배, 키위의 약 20배 정도

○ 눈의 로돕신 세포의 재합성을 활성화시켜 눈의 피로 회복, 시력

보호 및 증진, 백내장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시력 개선제 역할

○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청 및 간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며,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비 개선, 대장암과 직장암 예방에 효과

* 비만을 유도한 쥐를 대상으로 블루베리 분말을 포함한 사료를 먹인 결과

간의 무게, 체중, 총 지방이 감소(‘11, 미시건대)

잎이 열매보다 더 항산화 효과가 크다!

▷ 차로 이용되는 잎에는 페놀류 함량이 풍부해 열매에 비해

항산화 능력이 30배나 높음(‘01, USDA)

- 항산화기능, 혈압강하, 고지혈증 억제, 항백혈병, C형 간염바이러스

복제 억제 등의 효과가 있음(네이버카페, 블루베리 학교)

* 열매 수확 후 잎의 기능성이 상승하므로 9～10월에 잎을 수확

○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병 등 성인병 치료, 암 예방과 몸의 면역

체계 강화, 항균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

- 프테로스틸벤(Pterostilbene)은 기존 약품이 듣지 않는 환자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07, Dartmouth대)

- 알츠하이머병에서 나타나는 아밀로이드 형성을 감소시키며,

파킨슨병을 줄여주는 도파민이 증가(‘03,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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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슐린이 부족한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는데 포도, 사과,

자몽 등이 효과가 있으며 그 중 최고는 블루베리(‘13.9.6, 노컷뉴스)

- 플라보노이드가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 노화를 예방하고,

비타민 C가 암 예방과 면역체계 강화에 도움(앨라배마대 암센터)

건강기능성을 입힌 다양한 제품들

□ 블루베리는 맛, 편리함, 그리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공된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상품의 첨가물로 이용

○ 빵, 쿠키 등에 이용되는 냉동과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잼, 주스,

건조과 순으로 이용

*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뉴질랜드 등에서 가공식품 개발이 활발하며,

2010년 전 세계에 약 3만 여종의 가공식품이 개발(미국블루베리협회)

○ 블루베리의 우수한 기능성은 마케팅 수단으로도 효과적이어서

조금이라도 첨가된 제품에는 건강 개선 효과로 상품을 홍보

* 가공제품에는 낙농제품, 스낵, 주스, 스프레드, 디저트, 껌, 사탕, 시리얼,

초콜릿, 음료, 이유식, 주류, 물, 애완동물 사료, 소스, 수프 등이 판매

낙농제품 시리얼 이유식 블루베리 물

□ 블루베리의 기능성을 활용한 시력 개선 등의 의약용 제품과 피부

개선용 화장품 등이 개발되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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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가 의약품 소재로 이용되어 혈압 강하제, 비타민, 시력

강화 제품, 애완견 뼈 강화 제품 등이 개발되어 판매

○ 항산화 효능이 인정되어 천연화장품 소재로 인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노화방지 화장품, 마스크 팩, 향수, 목욕 제품 등이 판매

* 전북농업기술원은 블루베리, 복분자 등의 발효음료에서 화장품 원료인

기능성 효모 7종을 분리, 천연화장품의 소재로 활용할 계획(‘13.11.4, YTN)

시력 강화 제품 애완견 뼈 강화 제품 스킨케어 제품 마스크 제품

□ 국산 블루베리로 만든 와인, 생즙, 잼, 건조분말 등의 가공품들이

농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는 중

○ 32개 협력 농장이 있는 경북 영천시의 ‘(주)스몰킹 블루베리’는

아이스바, 송편, 떡국, 케첩, 소프트 잼, 비누 등을 생산하여 판매

○ 강원도 화천의 ‘채향원’은 와인과 와인식초를 제조하여 판매 중에

있으며, 불고기 소스, 쿠키, 머핀, 잼 등도 판매

* 한국블루베리협회(‘06년 설립)는 재배, 유통, 가공 기술의 도입과 보급,

그리고 ‘블루베리데이’ 제정(7월 7일) 등의 홍보 활동을 통해 산업 지원

○ 경남농업기술원 머핀믹스, 전남농업기술원 양갱, 영양바 등,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와 강소농경영체의 잼, 막걸리, 요구르트 등이 개발

블루베리 비누 블루베리 와인 블루베리 식초 블루베리 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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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색으로 특화된 블루베리 요리

□ 이용한 역사가 짧기는 하나, 전통적으로 마시던 음료뿐만 아니라

샐러드, 소스, 디저트의 다양한 부재료로 활용

○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오트밀(귀리)바, 아몬드 케이크의 부재료로

이용하거나 머핀, 파이, 샐러드 등에 첨가해 풍미를 돋움

- 영국 식민지 시대에 탄생한 것으로 알려지는 코블러(cobbler)는

블루베리 같은 과일이 듬뿍 들어가는 파이

- 북미인의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팬케이크에 들어가 갈색빵과

색깔이 잘 대비되며 건강한 한 끼가 완성

○ 유럽인들은 기존에 많이 먹던 덤플링(dumpling), 전통 도넛 등에

블루베리의 맛과 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이용

- 동유럽에서 많이 먹는 블린츠(Blintz)는 크레페(crepe)처럼 돌돌 말은

팬케이크에 블루베리 소스를 끼얹어 마무리

- 폴란드의 폰츠키(Pączki)는 도우 속에 블루베리, 커스터드, 라스

베리 등의 다양한 재료를 넣는 전통 도넛

- 체코, 폴란드 등의 피에로기(Pierogi)는 전통 덤플링(경단)이나

최근의 디저트용에는 블루베리 등 다양한 딸기류가 포함

코블러 팬케이크 블린츠 폰츠키 피에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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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보다 체험으로 즐기는 블루베리

□ 블루베리 소비 촉진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축제 개최, 수확체험(U-pick) 농장 등을 운영

○ 축제는 제품 판매, 음악 공연, 요리 경연 및 시식, 미스 블루베리

선발 등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간 만남의 기회를 제공

* 미국과 캐나다의 축제는 4～5월 플로리다 지역에서 시작하여 8월 메인주

까지 개최되고 있으며, 미국블루베리협회에 정보를 제공

- 국내에서도 강원도 고성, 화천, 경북 상주 등에서 축제가 개최

되고 있으며, 축제 프로그램은 외국과 비슷

○ 블루베리 수확체험 농장을 운영하여 수확 비용을 줄이고 체험,

상품 판매, 카페 운영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경영 형태가 확대

- 국내 도시 근교에도 블루베리 체험농장이 카페나 와이너리 등을

갖춰 체험과 함께 블루베리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충북 음성군의 ‘(주)젊은농부들’은 블루베리 수확, 초콜릿 만들기 체험과

함께 블루베리를 곁들인 식사를 제공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

- 전북 순창군에서는 블루베리 분양 농장을 조성하여 1인당 10여

주를 분양하고 소비자에게 농촌 체험과 캠핑 기회를 동시에 제공

○ 집의 뜰이나 옥상에 화분이나, 봄 꽃, 여름 열매, 가을 단풍을

즐기기 위한 관상용 판매도 증가

미스블루베리선발대회 수확 체험 젊은농부들 농장 카페 블루베리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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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중심의 블루베리 산업

□ 주산지는 아시아가 아닌 북미와 유럽에 집중되는 것이 특징이며,

세계 84,000ha의 땅에서 40만 톤만이 생산되는 귀한 과일(FAO)

○ 캐나다와 미국의 재배 면적 비중이 세계의 80%에 이르며, 스웨덴,

폴란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지역이 나머지를 차지

- 캐나다의 농가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아, 재배면적(7만 ha)이 사과

(1.8만), 포도(1.2만)보다 월등히 넓음

- 미국의 경우, 전체 베리류(크랜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등) 재배

면적의 약 50%를 블루베리가 차지

○ 세계 생산량의 25%, 4억 5천만 달러 어치가 수출되며, 북미권은

생산뿐만 아니라 수출과 수입이 모두 활발한 지역

- 미국은 전 세계 수출량의 53%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수입량의 66%를 차지하는 나라

농산물 생산 대국, 중국에는 '블루베리'가 없을까?!

▷ ’11년 현재 6,700 ha에서 14,000톤(야생종 1만 톤) 가량이 생산되고 있으며

Wallen, Jie Cheng, Wang Min Chang Fu, Bei Lai Te 등 4개 회사가 전체

생산량의 40%를 점유(’12.12.11, FreshFruitPortal.com)

- Wallen社(컴퓨터로 유명한 Lenovo를 소유하고 있는 Joyvio의 자회사)는 중국 최대

블루베리 생산·가공 회사로 묘목부터 59가지에 이르는 상품군을 자랑

- Jie Cheng社는 ’99년 일본 Cheng Cheng Trading Co.가 85만 달러를 투자해 세운

회사로 연간 1,500톤을 생산해 일본으로 수출하며 당일 배송 시스템을 갖춤

* 전체 재배종의 생산량은 4천 톤(’11년) 수준이나 ’16년 5만 톤까지 생산량을

늘려나갈 계획

* 연간 1인당 소비량을 보면,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는 46g 수준

으로 미국(770g), 캐나다(2,531g)보다 낮으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 생산량의 50∼70%는 생과 형태로, 30∼50%는 대부분 얼려 가공용으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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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혜성처럼 나타난 새로운 과일

□ 전국 4,354 농가, 약 1,500 ha의 재배면적에서 5,046톤, 약 1,344억 원

(추정 생산액1))의 블루베리가 생산(‘13)

○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재배면적이 ‘07년 이래

연평균 54%씩 폭발적으로 증가

- ‘07년 112ha에 불과하던 것이 ’13년 재배면적은 1,516ha까지 증가

* 지역별로 볼 때, ‘07년 전북이 상당부분(44.6%)을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전북, 경북, 경기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

○ 최근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경매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

하는 추세

- ’13년 6~7월(주 수확기)의 kg당 평균 경매가는 2만 9백 원 수준

으로 ‘11년 3만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하락

□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생과 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산과의 힘겨운 싸움이 이미 시작

○ 국내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신선하고(47.2%), 안전하기(32.5%)

때문이며, 수입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가격(53.6%)이 관건2)

- 블루베리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으로도 신선도, 안전성, 맛

등이 중요하며 원산지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음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블루베리 생과는 얼마나 될까?!

▷ 생과 상태로 수입되는 물량은 ’12년 315 톤에서 ’13년 689 톤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생산량의 13%에 해당되는 물량

- 생과는 칠레(50%), 미국(50%)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으며, 국내산 생과뿐만 아니라

특히 국내산 중 가공용으로 나가는 물량에 치명적

1) 2013년 4~8월까지의 가락시장의 kg당 경락 가격과 ‘13년 생산량을 곱하여 계산

2) 조성주 외, “블루베리 수급동향과 소비자 구매의향”, 농촌진흥청, 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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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강소농

□ 생과의 수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중시하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농가들의 노력이 활발

○ 양재영 대표(모닝팜)는 재배면적 10ha(하우스 3.3, 노지 6.7ha)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100% 유기농을 자랑

- 정읍시의 농촌교육장으로 선정되어 농장체험과 기술 전수로 날마다

분주한 곳이며, 온라인 고정 고객만도 2천명이 넘는 곳

* 다양한 품종을 배분하여 3월말부터 10월초까지 연중 출하시스템도 구축

○ 이근홍 대표(블루팜)는 블루베리 효소의 미생물과 졸참나무의

추출액을 혼합하여, 항산화 물질이 30% 이상 높은 과일을 생산

- 무농약 재배를 고집하여 4년 연속(‘11∼)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차지하였고, 연매출이 2억 5천만 원(3.3ha)에 달함

○ 윤용선 대표(짱구네 스위트 블루베리)는 어분 퇴비와 아미노산

액비를 이용해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소면적에서 고소득을 실현

- 4년생 한 그루에서 3kg 이상(일반 농가대비 3배)을 수확해 0.6ha

면적에서 8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

○ 이주성·이향미 대표(서종유기농블루베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블루베리 농장, 최초의 유기농 인증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명인

양재영(모닝팜) 이근홍(블루팜) 윤용선(짱구네) 이주성·이향미(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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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신 소득작목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

□ 블루베리가 소비자의 기호,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소비량이 변하는

농산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적절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

○ 아무리 기능성이 뛰어난 과일, 채소라 할지라도 성분함량 등을

고려하면 약이나 가공식품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

○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

추세인 과일이라는 점도 중요한 변수

* 국내산 생과의 경쟁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가공기술, 제품군도

미국, 유럽에 비해 열세

○ 블루베리라는 식물이 가진 장점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장 확대의 첩경

* 꽃과 단풍이 아름다운 점을 고려한 공원 등의 정원수나 가로수, 학교의

교육용 수종(樹種), 가정용 유실수 등으로 개발할 여지가 많음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이 필수적

□ 세계적으로 경쟁이 거센 과종이지만 아직 국내에는 적응단계라

열정과 의욕이 뛰어난 강소농의 역할이 중요

○ 강소농의 지원을 위한 경영연구가 필수적이며, 현재 선진국보다

열세인 생산성의 증가와 장마철 회피 등에 대한 연구가 중요

* 미국의 경우 그루 당 약 10kg을 수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미치지 못

하고 있으며, 수확기가 장마, 태풍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큼

○ 한국형 가공분야 기술도 개발이 시급하며 새로운 정책지원에

대한 기대보다 재해보험 등의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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