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콤한 6주간의 
설레이는 세일즈
품종, 핸들링, 보관법과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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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체리와 캘리포니아 체리 협회

캘리포니아 체리 협회는 전 세계의 고객과 구매자에게 정보, 농작물 업데이트 및 체리 관련 
사실을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본 협회의 이사회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신선 체리 품종을 
생산하는 재배농가 대표와 포장/유통업계를 대표하는 포장 농가/배송 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유의 검붉은 색과 달콤한 맛의 캘리포니아 체리는 매년 가장 먼저 수확되는 체리입니다. 
캘리포니아 체리는 중요한 과일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체리는 직접 손으로 따서 포장됩니다. 캘리포니아 체리는 가장 빠르고 믿을 수 
있는 콜드체인 시스템 덕분에 수확 후 96시간 이내 세계 시장으로 출하됩니다.

캘리포니아 체리 수확량의 약 70%가 미국내 시장에서 소비되고 나머지 30% 정도가 세계 
각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청과시장으로 팔려 나가고, 소량은 절임, 건조, 주스, 
냉동제품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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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체리 시즌 
캘리포니아에는 매 시즌마다 18파운드(8.16Kg) 박스의 체리를 1천만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약 40,000 에이커에 달하는 체리 과수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체리는 800명 이상의 
농부들에 의해 재배되고 캘리포니아 중앙부에 위치한 22개의 패킹시설들을 통해 포장됩니다. 
캘리포니아 체리의 대부분은 캘리포니아 산 호아킨 밸리(San Joaquin Valley)의 북부, 스톡턴
(Stocktopn), 린덴(Linden), 로다이(Lodi)에서 재배됩니다.

캘리포니아 체리는 북반구에서 
처음으로 수확되어 매년 시장에 
출시 됩니다. 4월 말부터 6월 중순 
사이에 걸쳐 겨우 6주 정도인 
이 기간은 짧지만 달콤합니다. 
체리 수확은 남부 재배 지역에서 
시작되어 계절이 진행됨에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캘리포니아 
체리가 가장 먼저 수확되기 때문에 
엄청난 수요가 있으며, 전 세계의 
소비자들은 매년 캘리포니아 
체리의 도착을 무척 기대합니다. 

체리 재배 지역

캘리포니아 체리의 주별 평균 판매 물량 

주별 평균 시즌 시기 (주별 물량) 

5월 23일

5월9일

5월30일

5월16일

6월6일

6월13일

6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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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의 크기
체리의 “열(row)”은 체리의 크기를 말합니다. 해당 용어는 캘리포니아 
체리가 작은 상자의 윗층에 가지런히 줄지어 열을 맞춰 놓여져 
포장되었던 때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상자 전체에 걸쳐 일렬로 
들어갈 수 있는 체리의 수가 크기 조정의 표준 척도가 되었습니다. 
더 큰 숫자는 더 많은 체리가 그 열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체리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큰 체리는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리고, 더 작은 체리는 일반적으로 통조림, 주스나 
건과일로 만들어집니다. 

체리는 더 이상 “열” 맞추어 포장되지 않지만, 체리의 지름을 
밀리미터로 측정하는 방법 대신 “열”의 크기로 사이즈를 측정하는 
방식이 여전히 사용됩니다.

오늘날의 체리는 빠른 이미지 스캐너를 사용하여 크기가 측정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진 같은 사이즈를 재는 도구는 여전히 체리의 
열 크기를 확인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체리가 한 구멍에 
맞으면 더 이상 맞지 않을 때까지 다음 구멍으로 옮겨집니다. 체리가 
통과하지 못하는 해당 구멍이 체리의 열 크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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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신선 체리의 
주요 품종은 빙입니다. 크고 
검붉은 빙 체리는 육즙이 많고 
단단하며 아삭아삭합니다. 빙 
체리는 달콤 새콤 체리라고도 
표현합니다. 빙 체리는 시즌 
중반부에 완전히 익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5월에서 6
월초 까지 한달동안 출하되는 
주요 품종입니다.

빙

최고의 캘리포니아 체리 품종

브룩스 품종은 고온의 기후를 
견딜 수 있는 크고 단단한 
체리입니다. 브룩스 품종은 
달콤하고 깊은 풍미를 갖고 
있으며, 단단하기가 빙체리와 
비슷하고 맛의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브룩스 
체리는 빙 체리보다 일찍 익어 
캘리포니아 체리 수확기 초기 
주간에 출하됩니다. 

레이니어 체리는 크기가 
큰 붉은 빛을 띈 옅은 
노란색 과육의 체리 입니다. 
레이니어 체리는 높은 
당도와 빼어난 풍미를 
가지고 있어 빙체리 시즌 
이후 프리미엄 틈새시장의 
수요를 채워 줄 품종입니다. 

첼란 체리는 중간 크기의 
적갈 색 껍질과 짙은 붉은 
색 과육을 가졌습니다. 첼란 
체리는 약간 떫은 맛이 감돌 
때 수확하면 가장 맛있습니다. 
첼란 체리는 빙 품종보다 11
일에서 14일 가량 일찍 익으며 
단단하고, 부드러운 달콤한 
맛을 가졌습니다. 

툴레어는 크고 어두운 붉은 
색의 풍미가 좋은 조생 
품종입니다. 툴레어 체리는 
빙 품종보다 8-9일 가량 
일찍 익습니다. 하지만, 
빙 품종처럼 단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툴레어 
품종은 주로 시즌 초반에 
판매됩니다. 

코랄 품종은 반짝이는 어두운 
과육을 지닌 산도가 낮은 
체리이며, 빙 품종과 비슷하게 
매우 달콤합니다. 코랄 체리는 
시즌 중반에 첼란 체리의 출하 
5일 뒤 경에 완전히 익습니다. 
수출용 품질 품종으로 
단단하고, 라지(large) 
사이즈와 더 큰 라지 (very 
large) 사이즈가 있습니다.  

브룩스

레이니어

첼란

툴레어코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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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저장 기한을 위한 유용한 정보 
캘리포니아 체리는 소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주어, 그들이 총 매출을 
증진시킬 반복 재구매를 이어가게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안정화된 재배 지역이며, 캘리포니아 체리 농부들과 수출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체리를 
오래 재배해왔고 가장 많은 수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보관하고 취급하면, 고품질의 캘리포니아 포도는 냉장에서 10-14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최대 저장 기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저장 및 취급법을 따라야 합니다. 

체리를 소매점으로 
이동시에는 섭씨 0
도의 냉장 트럭으로 
운반/배달되어야 
합니다.  

체리를 상하차 장소 
또는 어떠한 열기가 
있는 물체에 가까이 
보관하지 않습니다. 
베리류와 같이 체리는 
냉장고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과일로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체리는 
가능한 차갑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섭씨 0도, 
습도 90-95% 입니다.  

체리는 가능한 
냉장고 안에서 가장 
차가운 위치에 
보관합니다. 

저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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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체리 협회는 전체 산업을 대신하여 공정한 시장 정보와 업데이트를 글로벌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체리 생산 및 마케팅 경험의 모든 측면을 그 누구보다도 개선하기 위해 
기술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바이어들은 어려운 시장 여건에도 프리미엄 가격과 가치를 제공하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추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체리 협회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 체리가 멍들지 않도록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 체리는 가능한 냉장 건조 선반에 진열합니다. 만약 냉장이 아닌 상태로 

진열할 경우, 신선도를 확보하기 위해 체리를 밤동안 더 시원한 장소로 
옮깁니다.

• 봉지에 담긴 체리들을 쌓아 두지 마십시오. 이로 인해 체리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만약 봉지에 담긴 체리를 포도 옆에 진열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색으로 
분리대를 만듭니다.

•  눈에 잘 띄는 보조 진열대를 이용해 충동 구매를 유도합니다. 엔드 캡 
매대의 보조 진열을 활용하는 것이 매출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소비자가 체리를 볼 수록 구매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 소비자들의 더 많은 구매 옵션을 위해 여러 사이즈의 캘리포니아 
체리를 함께 진열 합니다.

핸들링과 진열 

다수의 체리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판매가 
증가하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1521 I Street

Sacramento, CA

95814

전화: 
(916) 441-1063
팩스:
(916) 446-1063

이메일:
info@calcherry.com

인터내셔널 툴키트
캘리포니아 체리 협회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체리 
시즌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