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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이부시 블루베리 협의회는 미국과 그 외 지역에서 재배된 블루베리(Genus: Vaccinium 

Cornmbosum(Northern Highbush)와 Vaccinium ashei(Southern Rabbiteye)를 활발히 홍보하는 기

관이다. 이 밝고 단단한 열매는 북미 토종의 과일로 미국 38개의 주에서 재배되며, 이른 봄 플

로리다에서 수확되기 시작하여 점점 서쪽으로 옮겨가며 신선한 과일로 수확된다. 미국에서는 

연간 약 223,200,000파운드의 블루베리가 재배되고 있으며, 북미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블

루베리가 생산되고 있다. 60%정도는 신선한 과일 그대로 시장에 공급되고 40%정도는 가공처

리되어 공급된다. 

 

USHBC는 블루베리 생산업자, 유통업자 그리고 수출업자를 대표하고 있다. 활동 기금은 미국

내에서 재배된 블루베리와 수입 블루베리에서 나오는 세액으로 조성된다. USHBC는 재배된 블

루베리에 관한 인식과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블루베리 공급자들은 제조업

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츄럴 생블루베리, 냉동블루베리, 캔, 농축액, 주스, 퓨레, 건조 

등의 다양한 형태로 블루베리를 제공한다. 

 

‘Times’나 ‘Healthy Cooking’과 같은 전세계적으로 저명한 잡지들은 블루베리를 “최고의 식품

(Supper Food)”으로 선정하였으며 ‘블루베리는 대단한 효험이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블루베리

의 다이어트 효과 역시 “미국 암 협회: American Cancer Society”와 같은 보건단체에 의해 주목 

받고 있으며, 이들은 블루베리를 특정 암 예방에 가장 효과 있는 식품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다른 40여종의 과일 또는 채소와 비교해 볼 때, 블루베리는 노화 방지에 가장 효과가 있다. 

ORAC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는 노화방지의 측정단위로써, 블루베리는 100그램당 

2400 ORAC를 제공한다. 노화방지 효과만을 놓고 볼 때 100그램 (3.5 oz)  신선한 블루베리는 

다섯 종류의 야채/과일을 함께 먹는 것과 같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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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노령화 학회(The National Institute of Aging)과 미국농무성 (U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후원으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노령화의 특징이자 몇몇 신경퇴화 질병과 관련이 

있는 ‘스트레스’로 인한 노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기억력 실험에서, 잠재적

인 노화방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채소와 과일(블루베리를 포함한) 추출물을 섭취한 동물은 그

렇지 않은 동물보다 월등한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뇌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한다는 강력

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실험동물들에게 1-2퍼센트의 블루베리(인간의 한 컵에 해당)를 먹였는데, 

이러한 블루베리 추출물을 섭취한 동물들은 노령화에 따른 뇌 기능 저하에 더 적은 변화를 보

였으며 이는 곧 더 나은 인식력과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실험에서 블루베리 

추출물을 섭취한 동물들에게는 뇌의 신경조직이 새로 성장한 사실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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