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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술 : 현장실증>
1. 배경
○ 생과용 왕대추 재배면적(충남 240㏊) 급속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저장 및 유통 등 수확 후
관리를 통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 및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 기대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생과용 왕대추 재배면적 증가(충남 240㏊)와 함께 수확 기간이 짧아 일시 수확시
홍수출하로 가격하락이 우려되어 저장 및 유통방법 개선을 통한 출하시기 조절이
필요함
○ (필요성) 왕대추(슈퍼쥬쥬브)는 열매가 큰 대추의 계통으로 당도가 높고 식미감이 좋아
최근에 생과 소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저장 기술개발 및 유통방법
개선으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 및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 기대

3. 개발기술 및 현장적용 방법
○ 방법
- 저장방법 : 과실 전체면적의 70% 이상 착색이 완료된 과실을 수확 즉시 얇은 면장갑
착용 후 상처가 없는 과실을 선별하여 PE용기에 계량 밀착하여 저장, 유통중에 흔
들리지 않게 담은 후 10㎏ 컨테이너(규격:W523×D336×H183㎜) 박스에 과일이 압
상되지 않을 정도로 담아 저장고 부피의 60~70% 정도로 공기가 원활히 순환되도록
적재 하여 상부에 0.01㎜ PE 비닐로 감싸서 저장
- 저장온도 및 습도 : 0±1℃/90±5%
- 저장기간 : 30일 이내
※ 선별시 과일을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주의가 필요함
○ 연구결과
- 용기 종류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2019년도 저장시 30일까지 연부 및 부패과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2018년도에는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음
처리

저장중 경도변화(2018)

저장중 경도변화(2019)

2018

2019

연부

부패

연부

부패

PE용기

13.3

0.7

2.7

0.0

난좌

11.3

0.0

4.0

0.7

※저장: 32일(2018), 36일(2019)
연부 및 부패과 발생율(%)

4. 파급효과
○ 수확기 출하시기 조절이 가능하고 벌크저장에 비하여 비품과 발생 감소
○ 수확시기 이후 생과용 왕대추 유통시장 활성화 기대
○ 경제성 분석 : 생대추 농가수취 평균가격 기준(2019)
손실적 요소(A)
o 증가되는 비용
- 저장관리 인건비
·2인×114,190원/남=228,380원
- PE용기 : 300,000원
- 저장고 감가상각비:240,000원
·취득가격:4,000,000원
·잔존가격:2,400,000원
·내용연수:10년
·사용연수:4년
- 30일 저장중 손실율 : 6.8%
·3,000㎏×6.8%= 204㎏
204㎏×4,500원/㎏=918,000원
- 저장중 전기사용(농사용을)
·1.7㎾h×24시간×30일= 1,224㎾h
한전계산식 적용 : 1,432,640원
- 계(A) : 3,119,020원
o 추정수익액(B-A) = 10,313,480원

이익적 요소(B)
o 증가되는 이익
- 저장량 : 3,000㎏/저온저장고 2평 기준
- 저장중 손실율 감소분 : 0.5%
3,000㎏-15㎏=2,985㎏
①10월상순 평균가격 : 8,500원/㎏
②30일 저장 후 평균가격 : 13,000원/㎏
·시세차이(②-①) : 2,811㎏×4,500원/㎏
=13,432,500원

-계(B) : 13,432,500원

※인건비 : 2019 농업과학기술 경제성분석 기준 자료집 농업노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