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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아보카도

뉴질랜드 아보카도 산업 전략

뉴질랜드 아보카도 산업의 성장세는 수출과 뉴질랜드 시장에서 
놀라울 정도이며 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치사슬 간의 관계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프리미엄 아보카도의 재배와 공급에 
초점을 맞춘 필수 검열 산업 시스템은 전세계적인 모범 사례이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도 잘 맞습니다. 
협업과 성장은 뉴질랜드 정부 및 Crown Research Institute와 맺은 
새로운 투자 파트너십의 결과입니다.

2013년~2014년 아보카도 산업은 $136m(수출 시장에서 $102m, 
뉴질랜드 시장에서 $33m)의 가치 증대를 달성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신선 과일 수출 품목으로는 3위를 차지하는 아보카도 
산업은 뉴질랜드의 프리미엄 아보카도를 수출하는 공급망을 통해 
세계적인 모범 사례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뉴질랜드는 아시아 시장이 선택한 공급자로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급망을 통해 안전한 프리미엄 아보카도를 공급합니다. 
아보카도가 건강에 좋고 영양적으로 우수함을 내세운 프로모션과, 
바로 먹을 수 있는 아보카도를 공급함으로써 뉴질랜드 시장은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의 시장입니다.

뉴질랜드 아보카도는 하나의 시장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뉴질랜드의 유동적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산업간 전략을 
실천했습니다. 이 전략적 이니셔티브는 상당한 규모의 정부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그 결과는 아시아 시장의 성장과 개발을 위한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를 통해 아보카도의 일관된 공급 예측을 제공할 
것이며, 우선 시장에서 뉴질랜드 아보카도의 수요를 이끄는 
카테고리 스토리를 활용하여 통합 마케팅 전략을 통해 통합 산업이 
연동될 것입니다.

통합 마케팅 전략은 뉴질랜드 아보카도에 대한 카테고리 스토리를 
포함하도록 짜여졌으며, 이것은 확인된 소비자 니즈에 따라 
영양학적 연구를 조율하고 각 시장에 따라 맞춤화됩니다.

아보카도 가치 사슬은 역량 및 지식 구축에서의 투자를 통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과 유도를 위한 모범 사례의 
광범위한 채택, 효율적인 수집에 의한 보완, 분석 및 산업 지식의 
보급이 예상됩니다. 생산량 증대는 수출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다지고 경쟁력이 있는 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이 전략은 글로벌 경쟁력, 고부가가치, 지속 가능한 원예 산업의 
부흥을 통해 뉴질랜드에 실질수익률로 보답할 것입니다.

�A�s�h�b�y� �W�h�i�t�e�h�e�a�d - 아보카도 생산자 및 뉴질랜드 아보카도 의장

Board of NZ Avocado는 프리미엄 아보카도를 아시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아시아에서 
건강한 프리미엄 먹거리에 대한 중요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청정 환경에서 재배되어 입증된 산업 시스템을 통해 공급된 
아보카도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안전한 아보카도입니다.



뉴질랜드 아보카도 산업에 대하여

아보카도는 맛이 좋고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수퍼 과일로, 남미 
토종 작물입니다. 1900년대 초기에 종자가 뉴질랜드로 건너 왔으며, 
그 이후 뉴질랜드의 3대 수출 과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아보카도의 주요 재배지는 북섬에 위치한 플렌티만(Bay 
of Plenty)입니다. 이 지역은 기온이 따뜻하고 토양이 비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hangarei 및 Far North 지역도 유명한 재배지
입니다. 생산을 위한 작은 봉투는 뉴질랜드의 동쪽 해안을 따라 볼 수 
있으며, 남섬의 최북단에도 있습니다.

다양한 Hass 아보카도를 주로 경작하는 생산자 수는 1600명에 달하며, 
경작지 총 면적은 5000헥타르가 넘습니다.

New Zealand Avocado Growers' Inc & Avocado Industry Council은 
생산자 협회로, 아보카도의 판매 및 소비를 촉진하고,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생산자, 창고, 수출업자의 필수 품질 기준, 수출 
등급 기준과 규칙 및 절차를 개발 및 이행하는 단체입니다.

모든 수출업자와 창고는 Avocado Industry Council에 등록되어 있으며 
모든 수출업자는 뉴질랜드 원예수출공사(New Zealand Horticulture 
Export Authority)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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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나머지 지역

수출되는 대부분의 아보카도는 Zespri 창고에서 포장되며, 매우 
높은 수준의 식품 안전 및 공급망 실무를 준수합니다.

뉴질랜드 산업은 4천 9백만 트레이, 27킬로톤을 2013-2014년에 
생산했고, 2014-2015년에는 7천 2백만 트레이, 40킬로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상 수치로 2013-2014년 NZ $136m
(수출에서 $102m, 뉴질랜드 시장에서 $33m)는 강력한 프로모션 
활동, 산업 간 협동과 내수 시장 파트너로부터의 탄탄한 지원의 
결과이며, 전년도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아보카도는 수확 후 숙성이 필요한 과일입니다. 우리의 필수 산업 
기준에서는 모든 수출 과일을 테스트하여 건조질량 24%에 
도달해야 하며,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건조질량입니다. 
아보카도가 나무에 달린 상태에서 수확할 최상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크리미 하고 맛있는 아보카도를 생산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실, 아보카도가 나무에 달려 있을 때는 숙성되지 않습니다. 
과일이 완전히 익는 월령은 9-12개월이며, 이 시기에 수확하는 
순간부터 숙성이 시작됩니다. Hass의 경우 아보카도가 녹색에서 
검정으로 바뀌면 과육이 부드러워져서 크리미한 식감을 주므로 
먹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Hass는 9월부터 3월 말까지 재배됩니다. 현재 우리 수출 과일 중 
거의 80%는 호주로 수출되고 나머지는 일본, 미국, 동남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됩니다.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증대는 아보카도 
산업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아보카도는 
맛이 좋고,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점, 그리고 내수 시장 파트너와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시스템에서 생산된 프리미엄 
아보카도를 고객과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J�e�n�S�c�o�u�l�a�r - NZ Avocado 대표

"이번 시즌의 성공 요인을 꼽자면, 좀 더 심화된 협업과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산업을 변화시킨 
이니셔티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주 및 뉴질랜드 시장은 훌륭한 성과를 내었고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시장 플레이어의 역할은 
여기서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아시아 시장입니다. 뉴질랜드 농산물은 청정 환경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는 아시아 소비자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보카도 산업 간의 
협동을 촉진함으로써 농가에서 정성스럽게 재배된 프리미엄 아보카도를 소비자께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성과는 생산자, 포장업자 및 수출업자가 협력한 결과이며, 내수 시장에서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뉴질랜드 아보카도 총량(ooo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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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아보카도의 효능

맛있는 크리미한 식감 외에도 아보카도는 영양이 풍부한 과일로 전 연령의 건강에 유익합니다. 
임산부와 아기부터 체중 관리에 관심이 있고 튼튼한 심장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보카도는 에너지가 
압축된 수퍼 푸드입니다.

피부를 아름답게 만듦
아보카도의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은 피부 안팎을 개선시킵니다.

에너지와 활력 보충
아보카도의 철분, 니아신 및 비타민 B6은 에너지 레벨을 지탱하고 
음식의 에너지 문제를 해소합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함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과 오메가는 건강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립니다

영양 촉진제
아보카도는 사람이 섭취한 영양소가 더 많이 흡수되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됨
아보카도의 식이섬유는 소화계 기능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세포 손상 예방
아보카도의 비타민 C는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N�a�d�i�a� �L�i�m� - 영양사 및 좋은 먹거리 요리사

"아보카도는 놀라운 과일입니다. 영양가가 높고 몸과 마음에도 좋습니다. 아보카도가 건강한 
과일이고, 아보카도를 이용하여 맛있는 요리는 만드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리사이자 영양사로서 건강한 새로운 요리법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이 놀라운 과일을 매일 
먹게 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