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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한 세계인의 대표 과일 사과는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산맥 북부를 원산지로
하며, 약 4,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며 세계 곳곳에서 길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단길을 따라 동으로는 중국, 서로는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사과는 17세기 후반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며 국민 과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세계의 사과 품종은
약 2,500종이 넘으며 빨간색부터 초록, 황색까지, 그리고 대추만한 사과에서 핸드볼 공만한
사과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다. 현재 사과는 63개 국가에서 492만 ha가 재배되고
있으며 연간 7천만 톤 정도의 사과가 생산된다. 우리나라의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새로운 품종과 가공제품 등이
개발되며 그 최근 소비가 다시 증가하는 중이다.
사과는 인류의 역사에서 세상을 바꾸는 데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였으며, 이를
파리스, 빌헬름 텔, 뉴턴, 스티브잡스, 스피노자, 세잔, 백설공주, 애플씨드 8가지의
테마로 구분해 보았다. ① 미(美)를 의미하는 파리스의 사과는 아름다운 사과의
모양이 인류의 문화 속에서 활용된 역사를 대표한다. ② 자유와 독립을 의미하는
빌헬름 텔의 사과는 국내에서 재배되는 외국 품종을 국산으로 대체하고, 오히려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의미하며, ③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뉴턴의
사과는 사과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생산․유통기술의 혁신을 의미한다. ④
스티브잡스의 사과는 생산-유통-소비 전반의 유비쿼터스 기술로 확보할 수 있었던
안정적 관리시스템을, ⑤ 스피노자의 사과는 지구 온난화로 위협받는 사과 재배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후변화의 사과이다. ⑥ 도전과 변화를 의미하는 세잔의
사과는 다양한 가공식품과 음료, 천연 화장품 등으로 변신하고 있는 사과를, ⑦
백설공주의 사과는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문화 콘텐츠로서 사과를 의미하며, ⑧
애플시드의 사과는 건강을 책임지는 사과의 영양학적 가치를 의미한다.
인류의 삶 속에서 역사를 바꾸고 있는 사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1)
사과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 영세 작목반이나 개별 농가 중심의
유통에서 첨단 전문 유통 센터를 통한 과학적 유통방식으로, 그리고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2) 사과 산업의 외연 확대를
통한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농촌 어메니티와
연계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3) 국내 사과 산업 발전을
위한 강화로 외국품종이 아닌 국산 품종의 생산 및 수출을 도모하고, (4) 강력한
생산자 조직체 등을 통한 강소농 육성으로 사과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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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과 이야기
.

사과의 기원
□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대표 과일인 사과는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지방
북부를 원산지로 하는 장미과 식물의 열매
○ 사과는 식물학적으로 장미과 사과나무속에 속하는 낙엽과수로,
재배환경이 까다롭지 않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
- 사과나무속 식물은 모두 23종으로 구분되며, 현재 재배품종의
대부분은 유럽의 야생종에서 유래
○ 야생종 사과에서 선발된 사과가 여러 민족의 손을 거쳐 조금씩
개량되어 현재의 품종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
- 카자흐스탄 수도인 알마티(Alma Ata) 주변의 사과 숲에는
전형적 야생형에서 재배종까지 다양한 사과가 존재
□ 사과는 4,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며 채취의 시대부터 재배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길러지며 인류와 친근한 관계를 형성
○ BC 20세기경 스위스 토굴에서 탄화 사과가 발굴되었으며, 그리스
시대 이후에는 재배에 대한 기록이 존재
- 그리스 시대에는 접목 번식법을 소개한 기록이 있으며, 로마
시대에는 Malus 또는 Malum 이란 이름으로 재배가 성행
○ 사과는 오랜 역사를 지니며 인류 역사에 빠져서는 안 될 다양한
상징성을 지닌 과실로, 신화, 동화, 속담 등의 소재로 활용
▷
-

에덴 동산의 사과
성서에 의하면 사과는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따 먹었을
정도로 인류의 역사에 친근하고 익숙한 과일

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사과)를 따
먹음으로써 인간 세상에 선악(善惡)을 만들게 됨
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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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의 전파
□ 중앙아시아의 사과는 비단길(Silk Road)을 따라 동(東)으로는 중국,
서(西)로는 유럽, 영국으로 전파되며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
○ 중국에는 능금과 내라는 두 종류의 사과가 일찍부터 재배되었으며,
6세기경 비단길을 통해 유럽에서 서양사과인 평과가 도입
- 현재 중국에서는 사과를 평과(苹果)와 사과(沙果)로 구분하며,
이들 사과에서 다채로운 품종이 발전되어 나옴
○ 서양으로는 로마 시대, 유럽을 거쳐 영국으로 전파되었고, 주로
수도원을 중심으로 재배되며 수도원을 통해 전파
○ 미국으로는 1620년 메이플라워호가 신대륙에 유럽 품종을 전파하면서
사과 재배가 시작
- 독립전쟁 후 신개척지를 따라 서부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과재배가 확대
* 18세기 미국의 개척자이자 사상가인 존 채프먼은 서부개척기를 살아간 많은
개척자들에게 꿈과 건강을 선물한 친절함과 독특한 리더십으로 유명

사과의 전파 경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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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과재배
□ 우리나라는 19세기말 개화기 이전까지는 중국에서 유래된 능금이,
이후에는 서양 사과가 본격 도입되어 재배되기 시작
○ 사과에 대한 최초 기록은 고려 의종(1083-1105)때 계림유사의
‘임금’으로, 이 임금이 지금의 능금의 어원
○ 17세기 후반 조선시대에 중국 품종 능금인 빈과(蘋果)가 청나라를
방문한 사신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도입
○ 숙종 임금은 서울 북악산 뒤 자하문 밖 일대에 사과를 심어 한 때
20만 그루나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래
□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사과는 개화기 서양선교사와
일본 농업이민자들에 의해 도입된 품종
○ 1880년대 후반 서양 선교사를 통해 서양 품종이 도입되었으며,
그 후 일본 아오모리현 등에서 신품종 사과가 속속 도입
○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경제적 재배는 1902년 윤병수 씨가 원산
부근에서 ‘국광’, ‘홍옥’ 품종으로 시작
- 1900년 미국 선교사 존슨이 대구 남산동에 심은 사과나무는
현재까지도 계명대 동산의료원에서 생존 중
사과가 능금에서 사과가 된 이유

▷ 능금은 임금(왕)에서 유래
- 능금은 임금(林檎)에서 유래된 것으로 임금(왕)과 발음이 같은 상서로운 과일로
생각되어 조선의 태조는 능금(임금)재배를 장려
▷ 능금에서 사과로 된 유래
- 조선 효종 때 인평대군이 청나라로부터 사과를 도입(1658년 경)하면서 역관(譯官)이
작은 과실인 사과(沙果)를 큰 과실인 능금(林檎)으로 오인한 때문
(김성원, 실험조선과수재배법, 193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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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과 사과 기네스
,

□ 세계의 사과 품종은 약 2,500종이며 빨간색부터 초록, 황색까지,
대추만한 것에서 핸드볼공만한 것까지 매우 다양
○ 오랜 기간 연구에 의해 세계 곳곳에 다양한 색과 모양으로 개발
되었으며 그 지역에서 선호하는 맛에 따라 품종이 천차만별
* 연두색의 크리스핀과 그래니스미스, 새콤달콤한 엠파이어, 일본의 후지,
주로 베이킹용인 골든데리셔스, 부드러운 과질의 맥킨토시 등

○ 사과의 크기 역시 동전만한 꽃사과, 미니사과부터 가장 무거운
사과인 1.85kg에 달하는 사과까지 존재

다양한 색과 모양의 사과 품종들

미니사과

가장 무거운 사과

□ 사과는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재배되어 다양하고 독특한 기록과
이야기가 많이 존재
○ 사과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팔레스타인 예리코 지역의
‘사과를 따는 그림’으로, 약 BC 6,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
○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과는 일본 아오모리현의 천가사과(天價沙果,
하늘만큼 높은 가격의 사과)로, 중국에서 개당 백만 원 정도에 판매
○ 사과를 이용한 가장 큰 요리는 미국 축제에서 만든 크기가 10피트인
사과파이로, 그 무게만 약 1.2톤에 달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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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저녁에 먹으면 독?
○ 사과는 언제 먹든 심신을 상쾌하게 하며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흡수를 돕고 배변기능에 도움
- 위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위액 분비 촉진으로 속이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다른 과실도 저녁 섭취를 피하여야 함
□ ‘꿀사과’의 진실, 정말 꿀일까?
○ 사과를 자르면 과육에 꿀이 찬 것처럼 투명한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사과는 당도가 높아 꿀 사과라고 표현
- 투명한 부분은 천연 과당의 일종인 소르비톨(sorbitol)로, 햇빛을
잘 받은 과실에서 많아 당도도 높고 맛이 좋음
□ 사과 껍질의 끈적끈적한 물질은 농약이 아니다?
○ 사과의 끈적끈적한 물질은 사과가 익으면서 스스로 과피를 보호하기
위해 내는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으로 농약이 아님!
□ 사과를 다른 과일과 섞어 보관하면 왜 안 될까?
○ 사과는 에틸렌 생성이 많은 과실로 다른 과실과 섞어 보관하면
사과에서 발생된 에틸렌이 다른 과실을 빨리 물러지게 함
* 에틸렌이란, 과실의 숙성을 촉진하는 식물호르몬의 일종

▷

사과 씨를 심어도 똑같은 사과가 열리나?
사과 씨를 심어도 과실은 열리지만 어미나무와 동일한
과실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

- 사과나무는 뿌리 부분인 ‘대목’에 과실이 달리는 나무인
‘접수’를 접목하여 새로운 개체로 증식
- 씨앗을 뿌려 나온 나무를 키우는 것은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만 이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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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사과 산업

□ 세계 주요 국가의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사과는 세계 63개국에서 492만 ha가 재배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7천만 톤 정도로 추산
- 중국, 미국, 터키, 폴란드, 이란, 이태리 등이 주요 생산국이며
중국이 생산량의 44%, 미국이 6.3%를 차지
○ 전체 생산량의 11% 수준인 800만 톤 정도가 교역되고 있으며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이태리, 칠레, 폴란드 등이며, 수입국은
러시아, 영국, 스페인, 멕시코 등
주요 국가의 사과 생산량 및 비율(’09)

구 분 세계 전체
생산량(천 톤) 71,287
비 율(%)
100

자료 : FAO(세계식량농업기구), ’11

한국
494
0.7

중국
31,684
44.4

미국
4,515
6.3

일본
914
1.3

□ 소비량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체상태이나 중국은 증가하는 추세
○ 소비가 가장 많은 국가인 터키는 1인당 소비량이 33kg, 다음이
중국으로 18kg이며 그 외 국가는 10kg 정도를 소비
○ 생과로 이용되는 양이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주스, 스낵용,
파이, 애플소스 등으로의 소비가 증가
- 가공제품은 주로 주스이나 최근 칼바도스, 시드르(cider) 등
알코올성 음료와 시리얼용 가공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 사과 가공 산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가공비율이
가장 많은 국가는 폴란드로 생산량의 약 57%를 가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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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과 산업

□ 국내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02년을 시작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
○ 재배면적은 ‘09년 기준으로 3만 5백ha이고 생산량은 49만 4천 톤이며
90년 중반부터 밀식재배로 전환되어 단위면적당 수량은 증가
○ 사과 수출은 ‘09년 기준으로 1만 톤 수준이며 주요 수출국은
대만으로 전체 수출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
우리나라 사과재배 면적 및 생산량 변화

구 분
재배면적(천 ha)
생 산 량(천 톤)

자료 : 통계청, ’10

2002
26.2
433

2005
26.9
368

2007
29.4
436

2009
30.5
494

증감률
(’09/’02)
16.4 %
14.0 %

□ 90년대 새로운 품종 개발로 사과의 종류가 많아지고 가공제품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비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
○ 1인당 소비량은 ‘09년 기준으로 9.9kg이며 가공품으로 소비되는
양은 생산량의 5% 정도에 불과
- 가공제품은 주스 및 혼합음료가 87%, 주류 2.6%, 기타 10.4%이며,
최근에는 고추장, 국수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

대만 수출용 사과

사과 와인

사과고추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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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과가 바꾼 세상
.

□

8

사과는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여
왔으며 미래에도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
○ 역사를 바꾼 사과는 파리스, 빌헬름 텔, 뉴턴, 스티브잡스, 스피노자,
세잔, 백설공주, 애플씨드 등 8개의 테마를 상징
- 각각의 사과는 아름다움, 자주, 과학, 유비쿼터스, 환경, 다양성,
문화, 건강 등의 분야에서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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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스의 사과 – 아름다움과 감성

▷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상징하는 사과

- 불화의 신 ‘에리스’가 신들의 회의장에 던진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란 글귀가 쓰인
황금사과로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의 3여신이 인간 ‘파리스’에게 심판을 맡겨 후일
‘트로이전쟁’의 불씨가 됨

□ 사과는 다양한 모양, 크기, 색깔을 지니고 있어 오래 전부터 인간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미적 소재로 활용
○ 루마니아 국가 전시관은 녹색 사과의 모양으로 지어 건축물의
미적 아름다움을 홍보
○ 사과모양은 미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목걸이, 찻잔, 귀걸이 등
장신구의 디자인 소재로도 활용이 증가
□ 사과는 꽃이 피어 있는 기간도 길고 열매도 오랫동안 볼 수 있어서
조경수로의 활용도도 높고 그 활용 분야도 다양
○ 미국에서는 골프장 코스에 사과나무를 활용하여 꽃사과 전용
코스(Crab-apple course)도 있고, ‘애플 밸리’라는 골프장도 존재
○ 중부유럽에서는 사과를 가로수로 활용하고 있고, 일본과 우리
나라에서는 열매가 열리는 사과분재는 그 가치가 높게 평가
- 우리나라 충주에서도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활용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시도

사과 모양 건축물

사과 모양의 장신구

사과나무가 있는 골프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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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헬름 텔의 사과 – 자유와 독립
▷ 자유와 독립을 위한 용기, 아들 머리위의 사과를 맞추다

- 스위스가 오스트리아 지배를 받던 시기, 빌헬름 텔이 성주 앞에서 아들 머리 위의 사과를
아들의 신뢰와 아버지의 용기로 명중시키고, 향후 스위스 독립의 시금석이 됨

□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외국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고 우리
품종을 수출하여 품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진행
○ 우리는 90년대 ‘홍로’사과를 육성하고 보급하여 외국품종 일색이던
국내 시장에서 국산 품종 점유율을 13%로 확대
- ‘홍로’는 소득증대, 노력절감, 상품성 증진 등으로 연간 약 724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 일본 품종인 ‘쓰가루’를 제치고 우리나라 제2의 품종으로 등극하였고 최고의
추석용 품종으로 재배가 느는 추세

○ 또한, 개발한 품종을 수출하기 위해 EU, 중국, 미국에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국내 품종의 지적재산권 확보에도 노력
□ 다양한 국내외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여 국내
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을 겨냥한 품종개발 노력이 진행
○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에 따라 기능성 품종 및 토마토처럼
쉽게 즐길 수 있는 작은 사과 개발도 시도
* 사과 품종과 더불어 병저항성 등의 기능성 대목의 개발도 시급

‘홍로’ 사과
10

노란사과 ‘그린볼’

속 붉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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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턴의 사과 – 과학 기술
▷ 사과 한 알로 인해 발견된 과학의 법칙

-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으며 뉴턴의 사과는 ‘Flower of
kent’란 품종으로 과실이 잘 떨어지는 품종으로 현재 유전자원으로 보존 중

□ 나무의 키를 낮추어주는 왜성대목과 촘촘하게 심는 밀식재배 기술의
개발은 사과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 왜성 대목은 나무의 키가 큰 일반 대목 보다 촘촘히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고 심은 후 과실이 달리기까지의 기간도 짧아서 유리
* 영국의 이스트몰링 연구소에서는 키가 작게 크는 대목을 중점적으로 개발

○ 기존의 사과 재배방식은 작업이 어렵고 햇빛 투과도 불량하였으나
밀식재배는 햇빛 투과가 양호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에 유리
* 노동력 감소와 노령화 대비 및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

□ 사과 생산기술뿐 아니라 수확 후에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장 및 비파괴 검사 기술의 개발도 활발
○ 호흡억제기술인 CA(Controled Atmosphere) 저장을 활용하여 저장 중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품질을 유지하는 기술이 확산
○ 사과를 훼손하지 않고 당도를 측정하여 선별할 수 있는 비파괴
선별 기술의 개발로 유통혁신 및 소비자 만족도 증가가 가능

이스트 몰링 연구소

사과 밀식 재배

사과 비파괴 선별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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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잡스의 사과 – 유비쿼터스
▷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어디나 존재한다’라는 의미
- 스마트폰 ‘아이폰’, 테블렛 컴퓨터 ‘아이패드’, 새로운 온라인 거래형태인 ‘앱스토어’
등으로 IT를 생활화시킨 기술혁신의 주인공,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

□ 현재의 유비쿼터스 기술은 생산에 초점을 맞추었던 과거와 달리 유통,
소비 전반을 다루며 소비자 신뢰와 안전성 확보의 개념도 포함
○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지자체는 경상북도로 사과, 한우, 참외, 원예
등에 적극적으로 기술을 확산 예정 (‘10 경북U-Farming 추진전략)
- ‘사과사랑동호회’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성공사례이며
한우와 성주 참외, 구미 원예 등에 확대할 예정
* KT에서는 ‘올레 스마트팜’이라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이용가능 한
원격 농장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10년부터 보급

□ EU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생산과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생산
관리, 유통물류에 이르기까지 IT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이스라엘의 무선 식물생장 모니터링 시스템은 작물생육의 변화를
감지하고 환경을 제어하여 토마토 생산량을 40% 가량 증대
○ 캐나다, 미국에서는 포도농장에 U-Farming을 도입하여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며 와인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

애플의 CEO 스티브잡스
12

U-Farming 관리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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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스마트팜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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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의 사과 – 기후변화
▷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처럼 인류생존에 가장 큰 위험으로 다가온 기후변화를
걱정하기보다 하나씩 차분히 준비해 나가는 농업의 모습을 상징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사과의 재배지 북상 등 우리 농업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부상
○ 지난 30년간 대구지역의 사과재배면적은 623ha에서 157ha로
75%가 감소하고 북쪽인 청송은 802ha에서 2,479ha로 210% 증가
* 10여 년 전부터 경북지역의 사과 재배농가가 경기북부, 강원 산간지방으로
이주하여 과원을 조성한 사례가 관찰

□ 이대로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전국의 고랭지와 강원도
지역에서만 1등급 사과가 생산될 것이라는 전망
○ 이에 따라 강원도, 경기도에서는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친환경
사과단지 조성을 추진
- 현재 경기북부에는 211농가가 200ha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하여 2015년까지 500ha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
○ 농촌진흥청에서도 고온에서도 빨갛게 잘 익는 ‘아리수’, 일본 등에서
인기가 높은 황색사과 ‘그린볼’ 등을 개발하여 온난화에 대비
사과 농가의 대이동

▷ 온난화의 결과로 사과의 명산지가 대구에서
양구, 영월 등 북쪽으로 이동

- 일교차가 크고 다소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특성 때문에 재배지가 북상
- 강원도 양구군 김법종 농가는 경북 문경에서,
마용하 농가는 경남 함양에서 옮겨오는 등
사과농가들의 이주가 증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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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잔의 사과 –다양성
▷ 순간적인 인상보다 사물의 속성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한 특징을 화폭에 재구성
- 사과에서도 향, 맛, 기능성을 각각 분리하고 이를 특징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상품들의 출시가 증가

□ 사과음료는 국내산을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 신뢰가 높은 품목으로
최근 제품출시가 증가하고 있으며 술의 원료로도 중요
○ 국산사과를 이용한 사과음료와 건강간식류는 시장이 증가추세
* 커피전문점 할리스에서는 충주사과로 만든 애플크러쉬 등의 상품을 출시

○ 배상면주가에서는 청송군과 협력하여 전통기법으로 만든 ‘청송
사과아락’을 제품화하였으며, 장수군에서도 자체 브랜드를 출시
* 우리나라 사과술의 효시는 1940년대 경산의 윤세훈 씨로 현재는 의성의 한국
애플리스 에서 ‘주지몽’이란 제품으로 계승

□ 또한 식초, 젤리, 파이 등의 소재로서도 널리 쓰이며 최근에는
아로마테라피나 천연 화장품, 비누 등으로도 활용
○ 세계적인 회사 랑콤에서는 스위스 토종사과로 만든 피부재생
기능성 화장품을, 스킨푸드 등 토종기업은 천연소재 제품을 출시
○ 세계적인 디자인브랜드
에서는 사과향인 ‘비 딜리셔스(be
delicious)향수 라인 출시 5주년을 기념한 골든데리셔스를 출시
DKNY

* 노란 사과품종인 골든데리셔스 모양으로 금, 다이아몬드를 써서 제작한
백만 달러가량의 사과모양 향수병을 특별 제작

배상면주가
14

청송사과아락

랑콤

의 기능성 마스카라

의 골든딜리셔스 향수

DK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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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공주의 사과 – 문화
▷ ‘백설 공주와 일곱 난장이’는 만화를 새로운 문화로 승화시킨 기념비적 작품
- 단순한 만화에서 새로운 스토리텔링, 캐릭터 상품의 개발, 테마파크, 주제가 등
수많은 문화상품을 파생

□ 사과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과일로서 계절과 풍요 등을 상징하여
큰 규모의 축제가 전 세계적으로 개최
○ 미국 전역에서 10월 초부터 열리는 사과축제는 대부분 미국인들이
선택하는 가을나들이일 정도로 즐거운 축제
○ ‘사과의 고장’ 일본 아오모리(靑森)현에서는 일본 3대 축제 중의
하나인 여름 네부타마쯔리, 봄 사과꽃축제 등 관광 상품이 유명
□ 사과는 자체의 상큼하고 빨갛고 미려한 이미지와 ‘아담과 이브’로부터
연유된 원죄의 이미지, 유혹의 상징으로 미술과 문학의 단골 소재
○ 미켈란젤로 루벤스 구스타프 클림프 르네 마그리트 등 수많은
화가의 그림에서 ‘아담과 이브’, ‘사과’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
○ 카테리나 하게나의 ‘사과씨의 맛’,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같은 소설과 시에서는 상징, 복선으로서 많이 등장
○ 영화에서 사과는 죽음, 인생에 대한 관조와 같은 특별한 이미지를 상징
,

,

,

* 일본 애니메이션 ‘애플시드’에서는 사회의 갈등과 결함을 치유하는 역할로,
‘데쓰노트’에서는 죽음의 신이 즐겨먹는 과일로 인간의 원죄를 상징

아오모리현(縣) 사과족욕탕

의 시스틴성당벽화 성장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미켈란젤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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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시드의 사과 건강
-

▷ 미국의 사상가인 존 채프먼은 사과를 보급하여 개척자들에게 꿈과 건강을 선물
- 황무지에 사과씨를 심어 건강한 삶과 의지를 선물하고자 하는 뜻으로 시작된 사과씨
심기 순례여행은 현재 미국인들에게 정신적인 우상이자 숭고한 정신의 상징

□ 사과는 여성에게 많은 골다공증의 예방 효과가 있으며, 성인병 예방,
다이어트 등에 효과
○ 사과에는 칼슘(Ca)의 배설을 억제하는 칼륨(k) 함량이 높아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여성과 노인들에게 좋은 식품
*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포만감이 커서 밥 등의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주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

□ 사과에 비타민, 식이섬유, 기능성물질이 많아 하루 한 개만 먹어도
의사가 필요없다는 과일로 많은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이용
○ 우르솔산(ursolic acid)은 염증완화, 근육강화 효과가, 카로티노이드,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등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존재
- 어린이에게는 훌륭한 이유식이며, 자연적인 칫솔로서 충치를 예방하며
식이섬유 등은 과민성 대장증상이나 변비, 설사를 완화
○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52% 낮다는 연구결과가 발표(‘11, 미국뇌졸중학회)

의 아침대용식‘아침과일’

CJ

16

의 여성용 건강음료

웅진

치매예방용 케르세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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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

사과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 영세 작목반이나 개별농가 중심의 유통에서 첨단화된 전문 유통센터를
통한 과학적 유통방식으로 전환이 필요
○ 첨단시설을 갖춘 유통센터의 경우 생산자 정보뿐 아니라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에 유리
- 소비시장별 거래가격 정보 등을 파악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하여
출하처 및 시기 조절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도 도모
○ 기존의 유통방식 뿐 아니라 직거래 및 소셜커머스 등을 활용한
유통방식의 다양화도 시도
□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
유통, 가공, 소비 등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
○ 사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콜드체인
시스템의 적용 확대도 고려
○ 품질기준과 선별기준의 표준화로 소비자에게 일관된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새로운 소비패턴에 맞는 제품개발 및 유통방식 개선으로 사과의
소비확대를 도모
○ 핵가족화가 심화됨에 따라 명절 선물용 위주의 대과종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크기가 작은 품종의 개발이 필요
○ 학교급식용, 군납용, 도시락용 등 깍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품종의 개발도 중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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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산업의 외연 확대를 통한 시장창출
□ 사과 산업을 단순한 원예 산업을 보던 시각을 확장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
○ 개방화되고 있는 농산물 시장에서 내수시장 방어전략과 동시에
세계시장 공략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전술의 변화가 필요
○ 비타민 C 전용, 산업소재용 등 새로운 용도의 고부가가치 품종
개발이 중요
□ 사과의 소비를 다양화하고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가공제품의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
○ 시장의 특성과 소비자 기호에 따라 향기가 높거나 당도가 높은
다양한 고급 주스 개발로 소비의 고급화를 도모
○ 어린이가 좋아하는 사과 스낵, 영화관에서 먹을 수 있는 사과칩,
영양과자, 사과환 등 다양한 가공품 개발도 필요
□ 사과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하여 농촌 어메니티와 연계한 새로운
수요와 소비자 감성을 자극하는 소비 창출도 필요
○ 사과원을 체험 관광 등 여가를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관상용 품종을 가로수나 정원수로 활용해 농촌 어메니티를 활성화
○ 도시민을 위한 분재용 사과나무, 크리스마스 사과나무, 과학
실습용 사과 등 다양한 사과의 이용성 개발이 필요
- 도시민에게 사과를 분양하고 스마트폰으로 분양받은 사과원을
관찰할 수도 있는 사이버 사과원의 확대도 고려
○ 지역 축제 등에 사과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 장수군은 사과와 한우를 이용하여 지역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 상품화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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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우리 사과 세계화의 해!
2012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Expo 2012 Yeosu Korea)
및 국제원예학회를 활용하여 우리 사과를 세계적으로 홍보

- 전 세계적으로 친숙한 작물인 사과를 테마로 한 마스코트, 디자인 등을 개발하고
우리 사과품종의 우수성과 가공식품을 소개,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로 활용

국내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R&D

강화

□ 사과 산업에서 품종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품종 육성을
통해 외국품종을 국내 육성품종으로 대체하는 것이 시급
○ 수확시기를 넓힐 수 있는 조·중생종 품종의 개발과 장기적으로
‘후지’를 대체할 품종 개발이 필수
○ 품종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이용,
품종 및 대목 개발 등 원천기술의 투자 강화 필요

강소농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사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품종개발과 생산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강력한 생산자 조직체 운영이 핵심
○ 단순 생산 기술만으로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으므로 생산자 조직의 혁신과 협동을 통한 대응이 필요
사과 강소농의 모델 이태리 ‘남티롤’

▷ 수 많은 위기 속에서도 생산자연합과 재배농가가 합심하여 신기술 및 품종도입,
유기사과 재배 등의 기술혁신과 시장개척을 통해 세계최고의 산지로 등극

- 70년대에는 고밀도 밀식재배로 노동력 절감, ’90년대에는 시장을 예측한 품종 다양화
및 유기재배를 도입, ISO자격을 취득하고, 글로벌GAP, 국제식품규격 인증을 획득
- 생산자연합에서는 최신정보를 공급하고 집하와 포장을 담당하며 엄격한 관리와
유통체계 확립하여 현재 독일과 함께 유럽 최고의 유기사과 생산지로 자리매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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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농업

○ 국내 사과 산업 현황
구분
재배면적(천ha)
생산량(천톤)
생산액(억원)
수출량(천톤)
1인당소비량
(kg/년)

1995

2000

2005

20

2009

2010

50.1

29.1

26.9

29.4

30.5

31.0

716

489.0

367.5

435.7

494.5

468.3

8,962

4,972

4,671

5,143

8,130

7,404

5.3

2.3

3.2

1.3

10.0

13.1

15.8

10.4

7.5

8.9

9.9

10.2

○ 국가별 사과 생산량 및 재배면적
국가
세 계
중 국
미 국
터 키
폴란드
이 란
이태리
프랑스
인 도
러시아
칠 레
한 국

2007

생산량
(천톤)
71,287
31,684
4,515
2,782
2,626
2,432
2,314
1,954
1,795
1,596
1,090
494

(‘09)

재배면적
(천ha)
4,922
2,050
141
133
174
177
58
52
279
350
35
30

생산성

(톤/ha)
14.6
15.4
32.0
20.9
15.1
13.7
39.9
37.9
6.4
4.6
31.0
16.0

소비량

(kg/인/년)
9.1
13.8
25.5
28.7
13.9
32.1
17.4
14.7
1.6
22.4
2.8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