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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장(

仙人掌

interr●bang

175호

≪요약≫
)

입문

선인장은 한자로 쓰면 신선의 손바닥이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선인장이라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1591년 명나라의 고렴이 패왕수(
)라고
소개된 것이 최초라고 하며, 선인장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진호자(
)가
쓴 비전화경(
)에서 처음이라고 한다. 서양에서도 테오프파투스가 저술한
책에 가시가 있는 식물들 중 분류되지 않은 것을 뭉뚱그려 불렀다고 전한다.
선인장은 다른 다육식물처럼 건조에 견딜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전 세계에
1,600여 종에 달하는 큰 식물군인 동시에 가장 다양한 모양과 다채로운 색의 꽃을
가진 식물군이다. 선인장의 모체가 되는 식물은 남반구의 거대한 대륙이 분리된
이후 약 15,000년 이전에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인장 중 재배역사가 오래
되고 많은 증거가 남아 있는 것은 제주의 백년초와 같은 손바닥선인장이다.

秘傳花鏡

2.

우리나라에도 있는 선인장

3.

시사점

霸王樹
陳淏子

선인장은 우리 농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명물이 된
백년초를 비롯한 손바닥선인장, 세계 화훼시장에 우리나라를 널리 알린 접목선인장,
그리고 용과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손바닥선인장은 아메리카부터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하며, 추위에
강한 생명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구상에 약 300종이 자생하고 있으며, 10~12종 정도가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중이며, 요리용으로 많이 쓰인다. 튀니지의 여름 대표과일인 ‘힌디
(또는 깔무스)’는 노란색 또는 초록색을 띠는 이의 열매이며, 멕시코의 ‘콜론치’,
이탈리아 시칠리섬의 ‘피코디’, 몰타의 ‘바즈트라’는 모두 손바닥선인장으로부터 나온다.
또한 멕시코에는 100여 가지가 넘는 ‘노팔(선인장 줄기)’이 주재료가 되는 볶음요리가
전래된다. 한편 동서양을 막론하고 뛰어난 약리기능이 인정되고 있으며, 손바닥선인장을
이용한 염증치료제, 혈당개선제, 영양보충제 등이 출시되고 있다. 그리고 줄기와
열매에는 색소나 오일, 피부를 보호하는 친수콜로이드(hydrocolloid) 등이 풍부하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접목선인장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품종으로 원래 일본에서 발견된 돌연변이
종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국내에는 1970년에 도입되었으며, 80년대부터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선인장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1990년대부터 100% 국산품
종으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 30여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2014년 4,544천
달러라는 수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용과는 대부분 열매만 알려져 있어서 선인장인줄 모르나, 엄연히 다른 나무에
착생하여 생장하는 선인장(Hylocereus 속)의 한 종류이다. 국내 생산은 약 86톤이나
신선상태로 수입되는 물량은 훨씬 많은 11,494톤이다. 국내에서는 19개 농가가 비가림
하우스에서 무가온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주로 백화점이나 인터넷 위주로 판매되고
있다. 한편 열매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등 몸에 좋은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우리나라 농업에는 접목선인장의 예처럼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언(품목)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접목선인장으로
인하여 높아진 우리나라 농산물의 인지도를 십분활용할 수 있는 다가치(
)
확보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웃한 중국은 최대의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소비시장이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多價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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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장이라는 이름의 유래

□ 우리말로는 선인장이지만, 어원을 따지면 ‘가시가 있는 이름 모를
식물들’이라는 뜻

○ 한자(漢子)로 쓰면 仙人掌으로 신선의 손바닥이란 뜻이 되는데
무슨 이유로 선인장이라 불리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음

- 1591년 명나라의 고렴이
(霸王樹)라고 소개된 것이
* 도가(道家)와

석가모니의

지은 ‘준생팔전(

遵生八牋)’에

패왕수

최초라고 함

수행방법, 양생(養生)법 등을 기술하면서 화초,

음식, 차(茶) 등 문인(文人)의 취미에 대한 내용이 많아 널리 알려짐

-

선인장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진호자(
서적인 ‘비전화경(

陳淏子)가 쓴 원예

秘伝花鏡, 1688년)’에서 처음으로 언급

패왕수(霸王樹)의 패왕(霸王)은 무슨 뜻?

▷ 한나라를 세운 유방과 천하를 두고 다투었던 항우(項羽)의 별명이면서 유교
(儒敎)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정치인 왕도(王道)정치의 반대를 행하는 왕의 뜻
- 당시의 가장 강력했던 다섯 나라를 일컫는 춘추5패의 ‘패’자와 전국시대를 종결
할 왕(전국구왕)의 ‘왕’자를 합쳐서 만든 별명으로 원래는 서초패왕(西楚霸王)
- 역사적으로는 항우 이외에는 사용된 적이 없는 칭호이나 소설 속에서는 ‘삼국지의
손책’, ‘수호지의 주통’처럼 ‘항우의 닮은 꼴’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음

○
-

영명

‘Cactus’는

à ş(kaktos)’에서

고대 그리스어 ‘κ κτο

유래한

라틴어가 변화된 것 (W i k i p e d i a.com )

그리스의 철학자인 테오프라스투스가 저술한 책에 가시가 있는
식물들 중 분류되지 않은 것을 뭉뚱그려 부르던 명칭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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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장의 기원지

□ 크게는 다육식물(多肉植物)에 속하며 그 중 가장 큰 단일 식물군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선인장

○ 건조한 기후에 적응하여 식물체내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할
수 있도록 진화한 식물군이 다육식물

-

新舊)대륙 양쪽에 모두 발견되는 식물

선인장을 포함하여 신구(

군으로 원예작물로 개발된 것이 많음
* 식물학적으로 보면 양란 중에서도 다육식물에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용도를 위주로 한 분류(원예, 상업측면)에서는 난(蘭)으로 분류

○ 선인장은

신대륙 (남북아메리카)의 건조

식물군으로

-

1,600여

․반건조지역이

기원인

종이 넘는 거대한 식물군

만화나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커다란 기둥모양, 둥근 공모양,
손가락모양, 게다리 모양 등 형태와 특징이 다채로움

-

南美)와

서식지도 내륙사막의 건조지에서부터 남미(

같은 높은

고산지대, 온대지방까지 넓은 범위의 건조지대에 서식
* 사막이라고 하면 덥다는 인식 때문에 열대지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남북회귀선 부근(북남위 23도) 즉, 온대지방 바로 아래에 많이 분포

구형 (球形)

2

기둥형

마디 없는 기둥형

게 다리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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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로서의 선인장

□ 건조지대에 적응한 다른 종류의 다육식물처럼 건조에 견딜 수 있는
공통적인 식물적 특징이 있음

○ 건조한 지역에 적응하여 체내에 수분을 모아둘 수 있는 조직과
모은 수분을 체외로 잃어버리지 않는 표피 조직이 공통점

-

최대한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외피는 수분손실을 최소화하는 두껍고 숨구멍이 거의 없음
* 믿기 어렵지만 선인장은 상당히 진화된 쌍떡잎식물이라 물관과 체관이
잘 발달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환경적응면에서도 뛰어난 식물

○ 짧은 우기나 갑작스런 강우 때 최대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뿌리도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라는 점도 공통
* 지상부가 크게 자라나는 종은 뿌리가 그물형태로 지표면에 넓게 분포하나
지상부가 작은 종은 뿌리가 큰 경우가 많음

□

다른 식물들도 가시는 가지고 있으나 선인장은 가시 이외에도
가시자리(areole)를 가짐

○ 가시자리는 다른 식물의 생장점과 같은 곳으로 꽃, 가시, 작은
영양번식체 등이 자라는 위치

○ 표면의 주름은 과다한 햇빛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늘을
만들고, 수분 흡수공간을 늘리는 자바라같은 기능을 하기도 함

물관과 체관부

다양한 뿌리모양

가시자리

선인장의 주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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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모양의 선인장들

□ 선인장은 전 세계에 1,600여 종에 달하는 큰 식물군인 동시에 가장
다양한 모양과 다채로운 색의 꽃을 가진 식물군

○

가장 작은 블로스페디아(Blossfeldia 속) 선인장은
반해 가장 큰 사구에로(Saguaro) 선인은 최고

2cm

이내인데

21m까지도

자람

○ 가시의 종류도 길고, 짧고 혹은 없는 선인장도 있으며 관상용으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음

-

난봉옥, 투구, 대호환, 화룡 등의 선인장 품종은 가시가 없거나
아주 짧으며 크기도 아담하며 관상가치가 높아 선호되는 품종

블로스페디아

사구에로

난봉옥

화룡

○ 선인장을 비롯한 사막의 식물들은 짧은 우기나 갑작스런 강우에
맞춰 순식간에 꽃을 피우는 놀라운 능력이 갖춤

-

선인장의 경우 대부분 벌레에 의해 꽃가루가 이동되는 경우가
많아 색상도 화사하고 향도 멀리 가는 종이 많이 있음

-

가장 아름답다는 세레우스선인장 꽃은
흰 꽃잎,

4

600여개의

75개

황금빛 껍질,

25개

형광색 수술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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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독특한 것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외국에서는
프레지던트로 알려진 선인장 품종도 있음

-

대통령이라는 품종명이 붙은 테로칵터스 바이컬러는 붉은색,
회색의 두 가지색 가시와 진한 분홍색 꽃을 가진 아담한 선인장

폭우후 만개한 사막 다양한 선인장 화색

세레우스선인장

선인장 ‘대통령’

○ 예로부터 약용으로 쓰이던 선인장 중에는 메스칼린이라는 환각
성분이 있어 재배가 금지된 페요테, 산페드로 같은 종도 있음

선인장 연대기

□

선인장의 모체가 되는 식물은 남반구의 거대한 대륙이 분리된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

○ 6,600백만 년 전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가
한 덩어리로 묶여 있다가 지각의 운동에 의해 나누어지기 시작

-

위의 대륙들에서는 지층과 표준 화석이 공통으로 발견되어
과거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 지질학적으로 인정

○ 5,500～3,900만

년 전 현재의 위치에 가깝게 이동하면서 점차

독자적인 동식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선인장도 그 중의 하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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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조류 대부분, 지금은 멸종한 거대한 포유류(검치호 등)이
나타나고 식물에서는 속씨식물이 출현

곤드와나 대륙

□

검치호

페루의 선인장 조각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현재까지의 증거로는

손바닥 선인장

15,000년

이전에

나타났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

○ 대표적인 건조지대 아타카마 사막을 보유한 칠레 측의 고고학
자료를 보면 약

15,000년

전이라고 추정

○ 세라 다 카피바라(Serra da Capivara, 브라질) 동굴벽화나 멕시코․
페루 유적에서 발견된 선인장 종자는

-

남미원주민은

7,500~5,000년

12,000~9,000년

전의 것

전부터 손바닥선인장, 아가베 등을

재배했을 것으로 추정
*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14～16세기 멕시코의 아즈텍(Aztec) 제국에서 원예
작물로 재배되었다는 것이 남아 있음(’85,

Flannery)

□ 선인장 중 재배역사가 오래되었고 많은 증거가 남아 있는 것은
제주의 백년초와 같은 종류인 손바닥 선인장

○ 남미원주민들은 손바닥선인장 줄기(pads, 또는 cladodes)와 열매
등을 먹었기 때문에 건강하였다는 보고가 있음(’97,
ũ)
S ahag

- 1552년경에는

손바닥선인장이 화상치료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제기(’9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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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있는 선인장

우리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인장

□

제주도의 명물이 된 백년초를 비롯한 손바닥선인장, 세계 화훼
시장에 우리나라를 널리 알린 접목선인장 등이 바로 그것

○ 기후나 위치로 보아 선인장에게 맞지 않음에도 해류를 타고 떠
내려와 타고난 적응력으로 정착한 것이 손바닥선인장

○

농산물 수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접목선인장으로
한 때 전 세계 접목선인장 시장의

품

백년초 초콜릿

천년초 건강식

7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음

접목선인장

용과

○ 지구온난화, 소득작목 다변화 등의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최근
부상한 열대과일 중 용과는 바로 선인장의 열매

손바닥선인장

식용 선인장의 대표선수

□ 아메리카부터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하며, 추위에 강한
생명력도 보유

○

최저기온이

5℃

이상인 멕시코에서,

-40℃로

기온이 떨어지는

캐나다에서도 생존하는 종이 있을 뿐만 아니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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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면보다 아래인 사막뿐만 아니라 안데스와 같은 높은 위도
에서도 생존할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남

○ 주요 재배지는 아프리카의 튀니지(50만 ha), 아메리카의 멕시코
(8.2만 ha),

브라질(4만

ha),

페루(3.5만

ha),

이탈리아 등

□ 지구상에 약 300종이 자생하고 있으며, 10∼12종정도가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중이며, 요리용으로 많이 쓰이는 대표 선인장

○ 주요 재배지는 아프리카의 튀니지(50만 ha), 아메리카의 멕시코
(8.2만 ha),

-

브라질(4만

ha),

페루(3.5만

ha),

이탈리아 등

튀니지의 여름 대표 과일 ‘힌디(또는 깔무스)’는 노란색 또는
초록색을 띠는 손바닥 선인장의 열매

-

멕시코는 콜론치(colonche), 이탈리아의 시칠리섬에서는 피코디

(Ficodi),

몰타는 바즈트라(bajtra) 등 술의 재료

* 미국 남서부에서는 육우(

힌디(튀니지)

肉牛)용 사료로도 널리 쓰임(Paschal, J. C.)

론

콜 치(멕시코)

트 몰타)

바즈 라(

선인장

젤리

○ 멕시코에서는 줄기를 ‘Nopal(노팔)’ 이라고 하는데, 이를 재료로
하는 다양한 요리들이 즐비

-

특히 토마토, 양파 등을 섞어서 만드는 ‘노팔리토’는 대표적인
선인장 요리(wikipedia.com)

른 전통음식 ‘타코’나 ‘토르티야’ 속에 넣어 먹어도 별미

* 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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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팔리토
(nopalitos)

선인장 란 음
선인장고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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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 넘는 노팔이 주재료가 되는

볶음 요리가 전래

계 볶 huevos con nopales), 선인장고기볶음(carne con nopales),
선인장 타코(tacos de nopales) 등의 요리가 유명

* 선인장 란 음(

-

또한 채소로써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고 소금 등에 절여서 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피클로도 많이 이용

손바닥선인장

약을 주는 선인장

□ 동서양을 막론하고 손바닥선인장의 뛰어난 약리적인 기능을 인정
하고 있으며, 관련한 약품들이 출시

○ 동양의 대표적인 한방 서적들에서는 손바닥선인장의 효능에 대
하여 상세히 기술

-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는 소염, 진통, 폐결핵, ‘본초강목(本草
綱目)’ 에서는 당뇨, 성인병에 효과가 있으며,
- ‘중약대사전(中藥大事典)’에는 혈액순환, 해독,
이질, 치질, 기침 등에 효과 등에 대해서 기록

해열, 통증치료,

○ 항산화, 항염증, 항궤양, 항당뇨 및 콜레스테롤 경감 기능을 갖고
있어, 성인병 치료제로 활용 가능(‘05,

Florian C. S tintzing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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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 치료제
-

혈당 개선제

영양 보충제

특히 줄기와 과일에 많은 퀘르세틴, 캠페롤 그리고 탁시폴린
등의 성분이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짐

-

한편 스트렙타칸타 선인장의 줄기 추출물은 인플루엔자
및

HIV-1

같은

백년초(Opuntia

-

RNA

A타입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보유

ficu-indica)의

추출물은 숙취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

연 출

* 국내에서는 천 추 물로 마우스 대상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보고

손바닥선인장

□

임상 실험에서 부종의 염증 치료에

아름다움을 주는 선인장

줄기와 열매에는 색소나 오일 , 피부를 보호하는 친수콜로이드

(hydrocolloid)

등이 풍부하여 다양하게 활용

○ 적색과 자주색 열매에는 베타레인(betalain), 오렌지색 열매에는
카로티노이드(carotenoid) 등의 천연색소가 풍부

-

베타레인은 항산화(anti-oxidant)뿐만 아니라 소염 및 해독효과가
뛰어나고, 카로티노이드는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줌

○ 피부와 모발에 좋은 성분이 많아 멕시코에서는 크림, 로션, 젤,
샴푸 등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 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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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천년초와 백년초

우리나라에서는 손바닥선인장의 일종인 천년초와 백년초가 많이
재배되며, 건강기능성 식품, 과자, 음료 등에 많이 활용

○ 많은 사람이 토착 선인장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멕시코 등
원산지에서 열매 또는 줄기가 해류를 타고 왔다가 정착

-

백년초는 중국 명나라의 ‘본초강목’, 우리나라의 ‘동의보감’에도
약효가 소개될만큼 정착한지 오래된 선인장

○ (천년초) 추위에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중부 지방에서도
월동이 가능한 선인장으로 백년초와는 완전히 다른 종

-

충남 아산, 경기도 고양 등에서 많이 재배되며, 줄기는

-

옆으로 뻗어나가면서 자라며, 열매는 빨간색으로 단맛이 나고

내외로 비교적 작고, 솜털 같은 가시가 특징

15cm

잔가시가 많이 박혀있음

○

(백년초 )

영하

5℃

이하 동사(

凍死)하며,

제주도나 일부 남부

지방에 자생군락이 크게 있고 재배연혁도 오래됨

-

줄기가

25cm

내외로 비교적 크고, 가시가 긴 것이 특징이며,

열매는 자주색에 신맛이 남

좌

천년초( )

Opuntia
humifusa)
(

백년초(우)
(
t

Opun ia
ficus-indica)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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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선인장

농업계의 히든챔피언

접목선인장 강국의 탄생

□

접목선인장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품종으로 원래 일본에서
발견된 돌연변이 종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탄생

○ 선인장 농장주 와타나베(渡邊英次)씨가 돌연변이인 붉은색 둥근
선인장을 발견하여 비모란이라 명명한 것이 시초

-

비모란은 아름다운 붉은 구색을 가지고 있으나 광합성을 할 수
없어 접목을 해야 키울 수 있었기에 ‘접목선인장’ 기술이 탄생
*

-

비모란이란 한자의 붉을 비(緋)와 원종인 모란옥 선인장의 한자 ‘牡丹玉’의
합성어에서 유래
처음 접목선인장으로 세계를 석권한 것은 일본이었으나

80년대

인건비 상승, 연구부족 등으로 점차 주도권을 우리나라에 뺏김

○

국내에는

1970년에

도입되었으며

80년대부터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선인장 강국으로 성장

-

저렴한 인건비 대비 높은 기술과

80년부터

시작된 농촌진흥청

중심의 독자품종 개발이 맞물리면서 현재까지 세계 1위를 고수

타 베씨

와 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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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의 히든챔피언

로열티로부터의 자유

□

1970년부터

시작된 접목선인장 개발은 이제는 우리를 대표하는

화훼작목으로 자리잡음

○

1970년도에 시작된 이후 1987년 당시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

- 1993년 붉은색 계열의 ‘홍일’, ‘홍조’, ‘홍일’, ‘홍우’ 4품종을
으로 2015년 현재까지 총 111품종을 개발

시작

○ 화훼 농가가 많았던 경기도에서도 1995년 도농업기술원 산하에
선인장연구소(현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를 설립하여 품종을 개발

□

20년 이상 꾸준히
50% 이상을 점유

○
-

수출될 뿐 아니라 세계접목선인장 시장의

1990년대부터 100%
주요 수출국은 미국,

국산품종으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네덜란드, 일본, 호주 등

30여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1990년 624천$ 수출액을
으로, 2014년 4,544천$이라는 사상최대의 수출성과를 달성
세계

단

아

홍

가

황성

시작

연분
13

RDA

interr●bang

175호

용과 선인장

기대되는 소득작목?

□ 열대과일로 알려져 있으며, 비교적 재배가 쉽고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는 중

○ 대부분 열매만 알려져 있어서 선인장인 줄 모르나, 엄연히 다른
나무에 착생하여 생장하는 선인장(Hylocereus 屬)의 한 종류
- ‘Dragon fruit(용과)’, ‘Strawberry pear(딸기배)’, ‘Pitaya(피타야)’,
‘Pitahaya(피타하야)’ 등의 재미있는 이름으로 불림

○

멕시코가 원산이지만 주로 자라는 곳은 캄보디아, 태국, 중국,

-

이외에 미국, 이스라엘, 호주, 사이프러스, 카나리 제도 등으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아시아 지역

재배지역은 널리 분포

지구온난화로 국내생산량이 늘어나는 열대 과일들?!

▷ ’15년 우리나라 열대 과일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52.5%가 증가한 1,174톤을
기록하고 있으며, 패션푸르트(407.8t), 망고(398t), 파인애플(167t), 용과(86t),
파파야(62.9t)의 순(’16.6.23, 조선일보)
- 열대과일의 재배면적은 106.6ha로 전년대비 80%가 넘게 증가하였으며, 망고는
’01년 제주에서 재배를 시작한 이래 경북·전남·전북 등 150여 곳까지 증가

○

20cm정도의

큰 꽃이 밤에만 피며, 인공적으로 수분을 시켜야

열매가 커지는 것이 특징

용과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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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생산량은 한 해 86톤인데 비해, 신선상태로 수입되는 물량은
훨씬 많은

11,494톤이

수입되는 상황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국내 생산은 19개 농가(제주도 15개, 경남 4개)가 담당하고 있으며,
수입(’14)은 미국산(93%)이 대부분(일부가 베트남산)

입량은 ’12년까지 6∼8천 톤이던 것이 이후 1만 톤을 넘어섬

* 수

○ 비가림하우스에 무가온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주로 백화점이나
인터넷 위주로 판매를 진행

- 4~5개

들이 한 박스(2kg)의 도매가격이

15,000~20,000원

선에

과일에는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 식이섬유 , 칼슘 , 비타민

C와

거래되는 등 높은 농가수취가격을 유지

□

B3

○

등 몸에 좋은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
콜레스테롤이 적어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되며, 과육

1g

100g

당

이상의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

○ 최근에는 껍질의 안쪽부분(albedo)을 골라내어 가공하고 말려서
천연색소 및 음식첨가제로 많이 활용

○ 검은색의 씨앗에는 오메가-3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소염기능이
있으며 면역력에 도움

파르페

용과

팬케익

용과

무

용과스 디

샐

용과 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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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농업계 히든 챔피언을 늘려가는 것이 관건

□ 산업계의 경우처럼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품목이나 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이 중요

○ 독일의 경우는 세계적인 기업도 많지만 실제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것은 분야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중견기업들

○ 우리나라에는 세계 1위의 선인장를 비롯하여 점차 로열티 부담을
덜고 있는 딸기, 국화(菊花) 등이 좋은 사례
-

국내 선인장 세계

1위의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다른 품목의

전략개발에 참고할 필요성이 높음

원소스 멀티유즈를 위한 전략이 필요

□ 접목선인장으로 인하여 높아진 한국 농산물의 인지도를 십분활용
가능한 다가치 확보전략이 중요

○ 국내에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백년초, 천년초 등 식용선인장을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은 상품으로 발전시키는 연구가 요구

-

연구 분야도 아메리카 대륙의 식문화, 테마파크, 아시아 지역의
약용선인장 활용 및 제품 등 매우 폭넓어 많은 지원이 필요

○

이웃한 중국은 생산국으로서는 최대의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소비시장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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