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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벼와 접목하여 재배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작물의 재배를 위해 평야지에 적응하는 조생종을 육

성·보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현재 평야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조생종 벼들은 대부분 중산간

지 적응 품종이어서 평야지 재배 시 수량 및 미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논에 

작물 재배기간을 최대화하기 위한 1년 2모작과 3모작 작부체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

세에 따라 2모작 작부체계에 적용이 가능한 조생종 최고품질 벼 ‛해담쌀’, 복합내병성 ‛선품’, 열대지

역에서 재배가능한 ‛아세미1호’을 개발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병해에 강하며 조기재배 최고품질벼 ‛해담쌀’ 

‛해담쌀’은	영·호남	평야지에서	일찍	재배하여도	벼	품질이	우수하고,	도열병,	흰잎마름병(K1~K3),	줄무늬

잎마름병에	강하여	쌀수량이	548㎏/10a인	벼	품종이다.

Ⅰ. 종자산업 육성  8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다양한 벼 품종

Diversification of rice variety in respond to climate chang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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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내병성 친환경 재배 중생 고품질 ‘선품’ 

복합내병성이면서	밥맛이	우수하고,	쓰러짐에	견디는	성질이	높아	중부지역	평야지	친환경재배에	적합한	

밥쌀용	중생종	품종이다.

열대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온대벼 ‘아세미1호’

고온이면서	낮길이가	짧은	열대지역과	우리나라에서	정상	생육하는	비감광성이고	광지역적응성이면서	수

량성이	높은	품종이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남부지역 2모작 작부체계 활용

‛해담쌀’은	남부지방의	소득작물(마늘,	양파	등)	재배와	접목한	2모작	작부체계에	적용이	가능한	품종이다.	

벼+마늘	2모작	재배시	소득이	270만원(10a)으로	벼	단작(64만원/10a)	대비	약	4배의	소득을	더	올릴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생종이며	밥맛이	우수하여	추석	전	햅쌀	고품질	쌀	브랜드로	판매가	가능한	품

종이다.

‛해담쌀’이용	2모작	작부체계‛해담쌀’	곡립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논이용작물과	손영보,	055-350-1157,	pongpong1124@korea.kr

Ⅰ. 종자산업 육성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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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품종의 약 80%이상이 중만생종에 치우쳐 있어 수확 등 농작업이 편중되고, 홍수 출하로 쌀값 하

락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농작업 분산,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위해서는 조·중생종을 확대

재배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열병과 흰잎마름병(K1∼K3)에 강하고 수량이 높은 조생찰벼 ‘운일

찰’을 개발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조생종으로 품질이 좋고 흰잎마름병에 강한 찰벼 품종 

‘운일찰’은	북부평야,	남부고랭지,	중산간지	보통기	보비재배에서	출수기가	7월	28일인	조생종으로	쓰러짐

에	강하고	외관	품위가	좋은	찰벼이다.	벼흰잎마름병(K1~K3a)과	도열병에	강하다.	쌀수량은	보통기	보비	재

배에서	533㎏/10a으로	조생	메벼인	오대벼와	비슷한	다수성	찰벼이다.

Ⅰ. 종자산업 육성  10 

품질이 우수한 조생찰벼 
‘운일찰’

Development of early-maturing ‘Unilchal’with good quality,  high yield,  
multi-disease resistant va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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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출수기
(월. 일)

간장
(㎝)

수수
(개/주)

벼 알수
(개/수)

등숙률
(%)

현 미
천립중(g)

쌀수량
(㎏/10a)

수량
지수

운일찰 7.28 64 13 88 90.6 21.8 533 101

오		대 7.27 70 14 70 91.7 25.4 530 100

흰잎마름병검정 도열병	저항성 ‘운일찰’외관품위‘운일찰’의	성숙기	사진

 이렇게 활용됩니다

조기수확으로 찰벼가격 안정 및 수확기 노력분산

찰벼	품종의	숙기	다양화로	수확기의	노력을	분산시키고,	중만생종	집중출하에	따른	찹쌀	가격	하락이	심한	

편이나	조생종	재배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농가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노동력의	분산과	콤

바인	등	작업기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병충해에	강한	조생종으로	평야지	만식재배가	가능하여	

재배면적	조절로	찹쌀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	남정권,	063-238-5213,	namjk72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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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쌀 생산성 향상으로 잉여량의 인위적 조정에 의해 벼 재배면적 축소를 요구하고 있어서 식량

안보나 논의 공익적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세계 곡물가격의 잦은 변동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논 농업다양화 및 조사료 자급률 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료전용 벼 품종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총체건물수량이 16.5톤/ha로 우수하면서 초기신

장성, 저온발아성 및 도복저항성이 양호하여 재배안정성이 증대된 총체사료용 벼* 신품종을 육성하

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초기생육 및 저온발아성이 우수하여 재배안정성이 좋은 총체사료용 품종

줄기와	잎이	무성하여	지상부가	큰	열대자포니카	벼를	이용하여	기존품종인	‘녹양’벼보다	총체건물수량을	

14%	증대시킨	품종이다.	또한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	시	중요한	저온발아율이	좋고	파종	후	30

일째	묘의	길이가	21.8㎝로	양호한	편이며	벼	키가	큼에도	불구하고	수확시기에	논에서	쓰러짐에	견디는	정

도가	양호한	편이다.	

Ⅰ. 종자산업 육성  12 

초기생육과 저온발아성이 
우수한 총체사료용 벼	‘녹우’

'Nokwoo', a new whole crop silage rice cultivar with improved growth and 
germin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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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명
출수기
(월.일)

벼키
(㎝)

저온 발아율
(%)

묘 길이
(㎝)

사료가치
총체 수량
(kg/10a)

지수CP♩

(%)
ADF
(%)

TDN
(%)

녹		우 8.21 122 80.3 21.8 5.3 25.5 68.8 1,646 114

녹		양	 8.12 84 43.7 20.7 6.7 22.6 71.1 1,448 100

♩CP	:	조단백질,	ADF	:	산성세제불용섬유소*,	TDN	:	가소화양분	총량*

 이렇게 활용됩니다

국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 

국내	조사료	자급률은	82%(’13)수준이고	그	중	양질	조사료는	47%	정도로	사료용	벼	재배면적	확대	시	조

사료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중부작물과	안억근,	031-695-4027,	okahn@korea.kr

정	조성숙기	(좌	:	‘녹양’,	우	:	‘녹우’) 현	미

용 어 설 명

※	총체사료용	벼	: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밥쌀용	벼와	달리	알곡,	줄기,	잎	전체를	동시에	

수확·발효하여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벼

※	산성세제불용섬유소	:			반추가축의	소화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조사료의	품질을	평가하는	중

요한	요소로서	그	함량이	낮을수록	좋음

※	가소화양분	총량	:	사료에	포함된	영양분이	소화	흡수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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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맥주용 보리의 안정 생산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보리 품종을 개발하였다. 2014년 새롭게 

육성된 맥주 전용 보리 ‘흑호’는 종실이 흑색인 유색보리로서 맥주용으로는 국내 처음 개발되었고 항

산화 기능성분 함량이 높다. 신품종 ‘다이안’은 답리작에서 수량성이 18% 증수되는 다수성 품종으로 

최근 변화에 따른 적응성이 강화되었으며, 맥주의 향이 달콤한 특성의 맥주용 보리이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기능성 강화 다수성 고품질 국산 맥주용 보리 품종 개발
‛흑호’보리는	종실이	흑색으로	항산화	성분	함량이	많은	유색보리로서	국내	맥주보리에서는	최초로	육성된	

품종이다.	‘다이안’은	달콤한	향의	맥주	맛을	가지는	특성으로	고품질의	맥주용	보리로	논재배	시	수량성이	

18%	증수하는	다수성	품종이다.

흑호보리 호품	맥아

다이안보리 다이안	맥주

Ⅰ. 종자산업 육성  14 

항산화 기능성 강화, 다수성 
맥주보리 ‘흑호’와 ‘다이안’

Development of malting barley with improved anti-oxidation components and high 
yielding, 'Heugho', 'Da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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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지역특화맥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품 개발용 원료 공급
국산	맥주용	보리	품종들은	지역특화	맥주	산업화와	연계하여	원료로	제공되고	활용되어	연간	4조원대의	

국내	맥주시장에서	농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국산 맥주보리의 용도 다양화로 농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흑색	종실의	항산화	기능성분을	활용한	엿기름,	가공식품	등의	원료로	이용이	가능하여,	겨울철	농가	소득	

증대와	연간	2천억원	이상의	기능성	음료(식혜,	보리차)	시장에서	국산	품종의	부가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	박종철,	063-238-5226,	pacc43@korea.kr

흑호보리의	도정	비율별	변화

흑호(좌),	다이안(우)	맥아

맥주보리	엿기름(왼쪽),	보리차(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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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이모작 재배면적 확대가 필요하나, 밀 재배는 주로 벼와 함께 이루

어지고 있어 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수확시기가 빠른 신품종 육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으

로 현재 주 재배 품종보다 수확시기가 빠를 뿐만 아니라 수량(5.4톤/ha)이 많고 국수 식미가 우수한 

‘조중’을 개발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수확시기가 빠르고 다수성 국수용 밀 신품종 ‘조중’개발

‛조중’은	추위와	쓰러짐에	강하고	특히	수발아*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파성은	Ⅱ로	춘파가	

가능하고,	성숙기는	6월	1일로	조숙이다.	수량은	답리작에서	5.4톤/ha으로	금강밀보다	8%	많은	다수성이

며,	단백질함량은	12.5%,	글루텐함량은	8.6%로	중력분용이고,	밀가루색	(L*=	93.17)이	밝고	점탄성*이	높아	

국수	식미가	우수하다.	재배지역은	중산간지를	제외한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Ⅰ. 종자산업 육성  16 

조숙 다수성 국수용 밀 ‘조중’

A new wheat variety, “Jojoong”with early maturity, high yield and 
good noodle quality

05
I



 이렇게 활용됩니다

조숙성 품종의 농가 조기보급을 통한 이모작 재배면적 확대

이모작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및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국수용	원료밀	생산단지	조성으

로	품질	고급화와	산업체에	원료곡	공급이	가능하다.

국산 밀 재배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외화 절감 

(자급률	10%시)	농가생산액	1,750억원,	수입	밀	대체	790억원의	외화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	강천식,	063-238-5227,	kcs1209@korea.kr

출수기 성숙기 종자,	국수

용 어 설 명

※	수발아	:	아직	베지	않은	곡식의	이삭에서	싹이	트는	일

※	점탄성	:	물체에	힘을	가하면	액체와	고체의	성질이	동시에	나타나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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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은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서, 환경변화에 따른 병과 재해에 강하여 재배하기 쉬우면서도, 각 용도

별 가공적성을 갖추어야 한다. ‘대풍’은 국내 육성품종 최초로 단보당 300kg을 초과하는 높은 수량

성과 재배안정성을 갖추었음에도 종자 외관의 결함으로 보급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

풍’의 수량성과 안정성을 갖추면서 종자의 품위를 개선한 품종을 만들고자 연구한 결과 ‘대풍2호’를 

개발하였다. 그 외에 수량성이 높은 청국장용 ‘대찬’, 나물용 ‘해원’, 이모작용 ‘두루올’ 등을 개발하였

으며, 콩 산업화 소재로서 비린내가 나지 않는 ‘미소’, 검정소립인 ‘소청자’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신

품종의 조기보급을 위해 전국 19개 지역에서 농가현장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보급 확대 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콩 용도별 다수성 신품종 개발

대풍콩을	개선한	‛대풍2호’의	평균	수량은	345kg/10a로	국내최고	수량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대원

콩보다	21%	더	많다.	대풍콩의	배꼽색을	없애	종자품위를	개선하고	불마름병과	쓰러짐에	강하며	콩알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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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쓰임새의 콩 신품종

Development and extension of soybean for various purposes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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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비린내	없는	콩	‘진품콩2호’보다	알이	굵고	수량성이	높은	‘미소’를	개발하였으며,	

떡잎이	녹색인	검정소립	‘소청자’를	개발하여	보급을	준비중이다.

콩 다수확 선도단지 조성

주요	신품종에	대한	실증재배	결과	장류용	진풍콩이	평균	337kg/10a로	11%	증수하였고,	나물용	해품콩은	

293kg/10a로	9%	증수하였다.	김제에서는	우람에	대한	생육평가	및	기계수확	연시회를	실시하였으며	차년

도	재배의향이	5점	만점에	4.4점으로	참여	농업인의	우람콩	선호도가	높았다.	콩의	최대생산	단지	조성을	

위해	권역별,	경영규모별	및	작부체계별*	다수확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지역별	적합	품종을	선발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다수확 품종 보급으로 콩 생산성 극대화

대풍2호는	농가실증재배와	종자생산단계를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현	재배품종의	

20%를	대체할	경우	약	6천	톤	생산량	증가로	300억	원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과	김현태,	053-663-1107,	sojatae@korea.kr

용 어 설 명 ※	작부체계	:	일정한	농지에	작물	종류와	이들을	심을	순서의	조합

대풍2호	포장생육	및	성숙기	초형미소(좌)	및	소청자(우) 우람	기계수확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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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에 따라 감자칩, 프렌치프라이 등 감자 가공품 소비가 늘

어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감자재배 면적이 급증하고 있으나, 자

체적으로 육성한 품종과 씨감자가 없어 유럽이나 호주 등에서 수입하여 재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맛이 좋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자도 기존 수미, 대지 등의 품

종들을 대신하여 가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맛이 좋아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품종을 필요로 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감자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감자를 수출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하여 새로운 품종들을 개발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병에 강한 칩가공용 감자 ‘다미’

다미는	중만생종	감자	신품종으로	고랭지	여름재배에서	수량이	많고	품질이	우수하다.	기존	품종인	수미에	

비하여	건물률이	높고,	기형이나	쪼개짐	같은	생리장해	발생이	적다.	가장	중요한	감자병인	감자역병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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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친환경재배에	적합하다.	감자	모양은	둥글고,	속이	흰색이다.	감자칩으로	가공했을	때	

색이	밝기	때문에	식용으로뿐만	아니라	감자칩이나	플레이크	가공용으로도	유망하다.

맛좋은 2기작감자 ‘금선’

금선은	휴면기간이	60~70일정도로	짧아	남부지방에서	봄에	수확한	씨감자를	가을에	또	심을	수	있는	2기

작	감자	품종이다.	기존	대지,	추백	등이	수미보다	전분함량이	적고	맛이	떨어지는	단점을	개선하였다.	감자	

모양은	둥글고	겉은	황색이지만	속은	담황색이다.	특히	건물률이	높고	가을감자	품종으로는	드물게	분질로	

찌거나	삶았을	때	맛이	좋다.	또한	감자	속이	비는	중심공동이나	내부갈색반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재배

하기	쉬운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수미·대지 대체 공급 예정

다미는	봄,	여름	고랭지	재배용	수미를,	금선은	대지,	추백	등을	대체하여	봄,	가을	재배용으로	공급할	예정

이다.	현재	다미와	금선은	농가에	품종을	알리기	위한	전시포,	시범재배포	등을	완주,	해남	등	농업기술센터

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조직배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	초부터	농업기술센터,	민간업체	등에	배양묘를	공급할예정이다.	

또	올해에도	품종별로	200kg	정도의	씨감자를	생산하여	2016년	시험	재배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조지홍,	033-330-1620,	jhcho0108@korea.kr

다미	감자	괴경모양	및	감자칩 금선	감자	생육

용 어 설 명 ※	진정저항성	:	식물이	가지고	있는	병저항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는	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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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줄기, 잎 등 버릴 것이 하나 없는 고구마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성인병 예방에 좋은 작물로 각

광받고 있다. 따라서 고구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병해충에 강하고 수량성이 높은 품종을 개

발하고 고구마 지상부의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해 잎자루* 채소용 고구마 우수자원을 선발하게 되었

다. 2014년에 새롭게 개발된 ‘풍원미’는 식미가 우수하고 덩굴쪼김병*에 강한 식용 고구마 품종이다. 

‘MI2011-31-09’와 ‘MI2010-05-03’은 잎자루 수량과 총폴리페놀 함량이 높고 껍질 벗기기가 쉬워

서 삶는 시간이 절약되는 잎자루 채소용 우수 계통이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덩굴쪼김병과 뿌리혹선충에 강하면서 식미가 우수한 ‘풍원미’품종 개발

‘풍원미’괴근의	껍질색은	홍색,	육색은	담주황색,	모양은	방추형으로	고구마	농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덩

굴쪼김병에	강하며	뿌리혹선충에는	매우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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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이 좋은 고구마 신품종 ‛풍원미’

Selection of  high disease resistant sweetpotato varieties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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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자루용 고구마 우수계통 선발

‘MI2011-31-09’는	표준	품종	‘신미’에	비하여	10a당	평균수량이	47%	증수,	평균	6cm	정도	더	길며	평균	

1.3mm	더	두껍다.	‘MI2010-05-03’은	평균수량이	61%,	잎자루	개수는	50%	증수,	평균	2.5cm	더	길다.	두	

계통	모두	껍질벗김성이	쉬우며	잎자루를	삶았을	때	경도는	‘신미’보다	낮아	삶는	시간이	절약되며	총폴리

페놀	함량도	더	높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새로 개발된 고구마 품종 및 계통의 보급 

‘풍원미’는	2015년에	품종	출원하고	신품종이용촉진사업과	고구마	주산지	품종	거점화	시범재배를	통해	

2016년에	보급될	예정이다.	‘MI2011-31-09’와	‘MI2010-05-03’는	2015년	농가현장실증시험을	통해	2016년	

품종출원할	예정이다.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한선경,	061-450-0120,	skhan92@korea.kr

용 어 설 명

※	잎자루	:	잎몸을	줄기나	가지에	붙어	있게	하는	자루	모양의	꼭지부분

※	덩굴쪼김병	:			뿌리나	땅가줄기가	썩거나	줄기의	물관부가	침해	되어	물의	통로가	막혀	포기	

전체가	시드는	증상

풍원미	‘중’

	덩굴쪼김병	저항성 잎자루	수량성	및	품질특성

율미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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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급식용 수요가 많으나, 일반 사과의 크기가 250g 이상이 대부분이어서 급식용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급식용으로 적합한 사과 신품종 ‘루비-에스’를 개발하였다. ‘루비-에스’는 과

중 130g으로 탁구공 정도의 크기이며, 저장성도 좋아 상온에서 3개월 보관이 가능하여 급식용으로 

제격이다. 또한, 낙과가 적으므로 재배도 쉽다. 여름사과는 저장성이 나쁘고, 수확량이 적어서 전체 

사과 재배 비율이 5% 미만으로 매우 낮다. 그러나 여름사과 수요는 바캉스, 휴가 등으로 많아 수량성

이 높고 맛있는 여름사과 ‘썸머프린스’를 개발하였다. ‘썸머프린스’는 과중 280g의 대과이면서 과일을 

많이 수확해도 해거리*가 없다. 기존에 개발된 품종 중 생육기 고온에서도 착색이 잘되는 ‘아리수’를 

포함한 4품종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기술이전 36건(실시료 48,360천원)을 하였고, 주산지별 특화품종

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향후 농업소득증대에 기여 할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급식용 소과종 사과 및 수량성 높은 여름사과 개발

사과는	단체급식의	수요가	많은	과일이지만	유통되는	사과는	대부분	270g	이상의	대과이므로	급식할	때	쪼

개야	하고,	쪼갠	과일이	갈색으로	변색되어서	급식	과일로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맛이	좋고,	

Ⅰ. 종자산업 육성  24 

나들이용 작은 사과·바캉스용 
여름사과

New apple cultivar with small size fruit preferable for picnic and summer vacation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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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이	뛰어난	탁구공	크기의	소과종	사과	‘루비-에스’를	개발하여	단체급식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여름사과는	수량성이	낮고,	저장력이	약하여	덜	익은	‘쓰가루’(속칭	‘아오리’)가	여름사과로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덜	익은	과일은	껍질이	두껍고,	과육이	질긴	단점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

여	수확량이	많고	맛이	우수한	7월	하순에	수확	가능한	‘썸머프린스’를	개발하였다.		

사과 신품종 지역특산화

기	개발된	사과	신품종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기술이전	36건(실시료	48,360천원)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성

숙기	고온에서도	착색이	잘되는	‘아리수’를	33건	기술이전	하였다.	전북	장수의	‘홍로’,	경북	문경의	‘감홍’처

럼	지역별	특화품종을	만들기	위해	경북	봉화(홍금),	경북	김천(황옥)	등	4지역	4품종	등	지자체별	적품종을	

선정하여	지역	명품으로	자리	잡도록	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사과 소비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화 품종으로 농가 소득 증대

급식용	신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루비-에스’,	바캉스용	여름사과	‘썸머프린스’는	품종보호출원	후	농가에	보

급될	예정이다.	‘아리수’등	우수	품종은	시범사업	확대를	통하여	보급을	확대	시키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다

양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과	소비	증진	및	사과산업	안정화에	기여가	가능하다.	

담당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권순일,	054-380-3130,	topapple@korea.kr

용 어 설 명 ※	해거리	:	사과를	많이	수확한	나무에서	이듬해	꽃이	피지	않아	과일이	맺히지	않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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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핵가족 및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과일 섭취 시 한번에 소비할 수 있는 중소과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은 크기의 배는 일상 소비용 과실로 인식 전환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

이다. 따라서 고품질 중소과 배 ‘소원(沼圓)’을 선발 육성하였다. 소원은 맛과 품질이 우수하여 추황

배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중소과로써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 배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

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소비자 요구 충족형 배 품종 육성

단일	품종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어	최근	배	산업이	위축되어	있다.	이에	배	산업	기반을	재정비	하면서	소

비자들의	기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배	품종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중소과	배	‘소

원’을	육성하였다.	소원은	9월	상순에	수확하는데	400g내외로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가	특징이다.	특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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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만한 배 신품종 ‘소원’

New fist-sized fruit pear cultivar ‘Sow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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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다즙하고	아삭한	육질과	달콤하면서	새콤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재배적으로	꽃눈	유지성이	좋아	수체관리

가	쉬운	장점이	있으며	화분량은	0.21g/100화로	풍부하고,	주요	품종의	수분수	품종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신고 편중재배 해소로 경쟁력 확보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비자	요구형	품종육성	및	보급은	배	산업	경쟁력	제고의	필수요소이다.	2013년	

현재		83%에	이르는	신고	품종	재배면적을	낮추고	다양한	배	품종이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품종	다

양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	육성된	중소과	배	‘소원’은	신고	편중재배를	해소하는	선두주자로	활용하여	향

후	적극적인	농가	보급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김윤경,	061-330-1541,	horti8992@korea.kr

화기	모습 착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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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실 품종은 농업인과 유통 상인 중심의 생산과 취급이 쉽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맛을 중

심으로 선호도가 변하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다양한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핵과류 신품종을 육성·보급하였다. 손쉽게 섭취가 가능한 백육계 천도*‘설홍’, 자두와 살구의 

맛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플럼코트 ‘샤이니’, ‘심포니’(수분수 살구 ‘초하’), 복숭아 ‘진미’를 비롯하여 

자두 ‘썸머 판타지아’등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였다. 개발된 품종은 최근 동해로 고사한 복숭아 

과원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국내 육성 품종의 보급률이 3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

후 이들 품종은 내한성이 약한 해외 도입품종을 대체하고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하여 60억원/년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다양한 소비자 기호도 충족 핵과류 신품종 육성

다양성과	편리성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과실	소비	패턴에	맞춰	섭취가	간편한	백육계	천도	‘설홍’,	자두와	

살구의	맛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생종	플럼코트	‘샤이니’	품종을	육성하였다.

국내 환경 적응성이 뛰어난 핵과류 대목 육성

추위에	견디는	능력과	국내	토양	적응성	높은	핵과류	대목	‘PR-1’을	육성함으로써	중국산	수입	복숭아	종자

에	의존하던	국내	핵과류	묘목	시장의	안정	생산	기반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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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과 고소득으로 승부하는 
핵과류 신품종

New stone fruit varieties with improved taste quality and higher pric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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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맛으로, 농업인은 안정적 재배로 만족하는 핵과류 신품종 보급

맛과	품질	뿐	아니라	내한성이	우수한	복숭아	‘진미’를	비롯하여	기능성물질	함량이	높은	플럼코트	‘심포니’

(수분수	살구‘초하’),	자두	‘썸머	판타지아’등	9품종을	99업체에	기술이전(통상실시)하여	농가에	보급하였다.	

복숭아	‘선미’ 플럼코트	‘심포니’

 이렇게 활용됩니다

핵과류 묘목 재식시 정확한 품종의 특성을 고려해 선택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복숭아나무의	동해가	경기,	강원지역을	비롯한	일부	남부지역까지	확대돼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육성된	복숭아	품종은	전국	7개	지역에서	5∼6년간	지역적응시험	후	선발됐기	때문에	최근	

극심한	한파에도	안전하게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	묘목	재식시기를	앞두고	핵과류	과수원을	

개원하거나	묘목	교체를	하는	농가에서는	내한성,	자가불화합성에	따른	수분수	선택	등	품종의	정확한	정보

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담당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남은영,	063-238-6733,	eynam@korea.kr

용 어 설 명

※			백육계	천도(White	nectarine)		

천도복숭아처럼	털은	없으면서	맛은	백육계	복숭아와	유사하며	산미는	낮고	감미가	높은	복숭

아.	세척	후	바로	껍질째	먹을	수	있고	시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복숭아	털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즐겨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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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산업은 생산과 가공, 관광산업이 결합된 문화융합산업으로 가치가 높다. 국내 공장형 와이너

리는 30여개 이상, 소규모 농가형 와이너리는 100여개 이상으로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와 더불어 

각 지역별 소규모 와인생산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도입된 양조전용 품종들

은 내한성*·내병성이 약해 국내에서 안정적인 재배가 어렵고, 생식용 포도품종 (캠벨얼리, 거봉 등)

으로 양조한 국산 포도주는 소비자 기호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다. 국내 포도 산업 기반을 적극적으

로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하며 양조적성이 뛰어난 포도 품종을 육

성·보급이 필요하다. 이에 국내환경 적응성(겨울철 추위 및 병·해충에 강한)이 뛰어나며 수확량이 

많은 양조용 품종 ‘청수’, ‘두누리’, ‘나르샤’를 육성하여 보급하고 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국내 기후에 적합한 양조전용 포도 품종 육성

‘청수’는	색이	아름답고	열대과일향이	풍부한	화이트와인용	품종으로	내한성이	강하고	수확량이	많다.	‘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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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배환경에 안성 맞춤인 
와인용 포도 신품종

New wine grapes varieties suitable for local growing condition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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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나무딸기향과	숯향이	은은한	레드와인용	품종으로	내한성이	강하고	별도의	송이다듬기	작업이	필요	

없어	재배가	쉽다.	‘나르샤’는	머루향이	짙고	당도가	높은	로제와인용	품종으로	내한성,	내병성이	강하다.	

소믈리에 회원 평가 1위, 동결착즙기술 이용한 무가당 스위트와인 제조법 개발

동결착즙기술을	이용하여	‘당’을	첨가하지	않고	스위트와인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하

였다.	이	방법은	겨울철	언	포도를	수확·착즙하여	당을	동결(凍結)농축시킨	‘아이스와인’과	같은	원리를	이

용한	것으로	품종	본연의	향을	간직할	수	있다.	2014년	소믈리에	현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회에서	동

결착즙기술을	이용해	양조한	‘청수	스위트와인’이	‘리즐링’,	‘모스카토’	품종으로	양조한	와인보다	높은	점수

를	얻어	국내	생산	와인의	품질향상	및	소비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국내 환경에 적합하고 양조적성 뛰어난 품종 보급으로 포도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환경	적응성이	높고	양조적성도	뛰어난	양조전용	신품종	육성·보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리장해를	

줄이고,	캠벨얼리와	거봉에	편중된	포도	품종을	다양화함으로써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와인산업에	기반한	농촌관광	및	어메니티	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용 어 설 명 ※	내한성(耐寒性)	:	추위에	견디는	성질		

농가	와이너리	현장평가회

담당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허윤영,	063-238-6743,	yyhur7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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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추석 제수용으로 과일이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단감도 또한 마찬가지다. 현

재 추석용으로 재배되는 ‘서촌조생’ 품종은 불완전단감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종자를 맺지 않으면 떫

은맛이 남아 소비자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추석 명절에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완전단감 품종 

‘원미’를 선발하였다. ‘원미’ 품종은 숙기가 빠르고, 품질이 우수하여 추석 명절 단감의 소비를 증가시

키고,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켜 단감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추석용 고품질 완전단감 신품종 및 우량계통 선발

추석용으로	재배되는	조생종	단감인	‘서촌조생’은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4%	미만으로	적으며,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감의	소비를	촉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품질	추석

용	완전단감	품종	육성	및	보급으로	조생종	품종의	재배면적이	10%이상	확대되어야	한다.	‘원미’는	조생종으

로	추석	명절에	소비될	수	있으며,	과실이	크고,	육질이	아삭아삭한	품질이	매우	우수한	완전단감	품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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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먹을 수 있는 조생종 
단감 신품종 ‘원미’

New early-maturing persimmon cultivar‘Wonmi’ for Chuseok-Korean 
Thanksgiving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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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감 신품종 보급 확대

개발된	단감	신품종의	조기	보급	확대를	위해	3품종의	기술이전	8건(실시료	18,464천원)을	실시하였다.	특

히	‘감풍’	품종은	중·만생종으로,	과실이	크고,	맛이	좋아	‘부유’	품종의	편중	재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

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부유’ 편중재배 해소, 추석시즌 단감 소비 확대, 단감 경쟁력 향상

‘부유’	편중재배의	해소로	단감	산업을	안정화시키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추석용	조생종	완전단감의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5년	임시	보호권이	설정되어	있는	‘원미’가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묘

목업체에	기술이전	함으로써	농가에	적극적으로	보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담당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마경복,	061-330-1542,	gbma@korea.kr

암꽃	모습 착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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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각 국가와의 FTA가 체결되면서 오렌지를 비롯한 감귤류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데, 자몽

은 기능성 성분이 많고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마다 수입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

정이다. 이에  자몽과 같이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무봉’ 품종을 개발하였다. 또한 극조생계통의 새로

운 품종개발이 절실한 온주밀감*에서 극조생 온주밀감인 ‘하양조생’을 개발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우리 품종으로 FTA파고를 이겨낸다.

이번에	개발된	‘무봉’감귤은	만감류*	중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부지화(한라봉)와	기능성물질이	풍부

한	팔삭을	교잡시켜	육성된	품종으로	한라봉의	단맛과	팔삭의	쓴맛이	어우러져	오감을	자극하는	독특한	식

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극조생	온주밀감	신품종	‘하양조생’은	기존	품종보다	당도가	높고	익는	시기가	빠르

다.	이들	품종은	껍질이	얇아서	껍질	벗기기가	수월하고,	씨가	없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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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분 풍부하고 
일찍 수확하는 감귤 신품종

New early-harvesting citrus varieties with rich functional ingredient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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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우리 품종으로 감귤나무를 갱신하고, 기능성 감귤로 건강을 챙긴다.

감귤	재배면적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온주밀감을	극조생인	하양조생으로	갱신되면	조생	온주밀감의	과

잉출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기능성	감귤인	무봉은	수입량이	증가되고	있는	자몽의	수입	대체	효

과를	높임과	동시에	만감류의	틈새시장도	공략할	수	있다.	이들	품종은	2015년에	통상실시가	이루어지면	

2017년부터	농가에	보급될	전망이다.

●	예상	보급	면적	:	(’15)0.7ha	→	(’20)500ha

●			만감류	종묘시장	점유율	:	(’15)1.2%	→	(’20)20%

담당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험장	박재호,	064-730-4141,	jeju4444@korea.kr

하양조생	과실무봉	착과 하양조생	착과

용 어 설 명

※	온주밀감	:	연내에	수확되는	감귤로	우리가	흔히	연말에	볼	수	있는	제주산	감귤의	종류

※	만감류	:	해를	넘겨	수확되는	감귤	종류(상품명	: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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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C 함량이 높고 변비해소 등의 기능성이 뛰어난 참다래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과실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특히 수입 개방과 함께 외국산 참다래의 수입 및 재배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외

국산 참다래는 로열티* 지불 이외에도 마음대로 재배할 수가 없고 외래 병해충 유입 등의 문제가 발

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품종을 육성하고 보급사업을 통하여 약 20.7%를 

보급하였다. 또한 국산품종 맞춤형 재배기술을 개발함으로서 농가 소득증대와 함께 홍콩과 싱가포

르로 과실 수출의 성과도 이루어냈다. 한편 중국과의 로열티 수출계약과 함께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통하여 2014년부터 중국현지에서 국산품종 과실생산이 시작됨으로서 로열티수입과 함께 외국산 품

종에 대한 로열티 지불의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올리게 되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참다래 품종육성
당도가	높고	아삭아삭한	‘스위트골드’를	품종등록과	기술이전을	실시하였고,	대과	골드키위인	‘메가골드’	품

종과	서리피해	없이	수확이	가능한	‘감록’	품종에	대하여	품종출원을	실시하였다.	‘스위트골드’는	평균	당

도가	16.3°Bx로	맛있고	과실이	단단해도	먹을	수	있는	품종이다.	‘메가골드’는	당도는	13.4°Bx이고	무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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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에 대응한 국산 
참다래 신품종

New domestic kiwifruit varieties corresponding to import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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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g	이상되는	과실이다.	‘감록’은	속살이	녹색인	그린키위로	당도가	18.8°Bx로	높고	10월	하순에	수확이	가

능하다.	

국산 골드키위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보급과 과실수출
국산	골드키위에	맞는	새로운	일자형	수형과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20%	이상	상품성을	높였으며	매뉴얼과	

재배력	등을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처음	‘제시골드’가	홍콩으로	수

출되어	현지인들로부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계기를	만들었다.	

적극적인 현장평가회 및 홍보로 재배면적 확대
국산	골드키위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적극적인	현장평가회와	언론	홍보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

산	골드키위가	전혀	없던	우리나라에서	2014년	전체	참다래	면적의	20.7%(268.7ha)까지	증가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고품질 국산품종의 보급으로 참다래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참다래	신품종과	재배기술의	보급으로	기존	그린키위	대비	180%	이상의	소득향상과	

함께	2014년에	20억원의	로열티	절감효과를	창출하였고	앞으로	그	효과는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동남아

와	미국	등으로	과실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중국	등	해외에서도	우리품종의	재배가	늘어나	로열티	수입

이	크게	증가	될	것이다.	

담당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남해출장소	김성철,	055-864-1509,	kimsec@korea.kr

‘스위트골드’ 국산품종	재배력 수출선적식 현장평가회

용 어 설 명 ※	로열티(Royalty)	:	법률상	일정한	유형의	권리를	소유한	자에게	그	권리를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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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는 주요 소득 작물로서 연간 생산액은 1조 3천억원 내외로 원예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수출 

확대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작목이다. 추운 겨울에도 맛있게 먹는 딸기는 2000년대 중반까지 일본 

품종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이었다. 국내에서 개발된 딸기 품종의 보급률을 높이고자 국산 품종에 

알맞은 재배 방법을 확립하고 농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기술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딸기 산

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05년 9% 내외에 불과하였던 국산 품종의 보급률을 

2014년에는 86%까지 점유율을 높이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

상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고품질 다수확 고설 수경 재배 기술

딸기	고설	수경재배는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딸기가	필요로	하는	최적의	영양분과	수분

등	재배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	배양액	질소	비율을	조정하여	팁번	등	생리장해를	경감하고	생육단계별	양

분	관리	방법을	구명하여	수량을	관행	대비	최대	9%	증대시킬	수	있었다.	

딸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량묘 생산 및 병해충 방제 기술

딸기	생산량은	우량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육묘기	묘의	소질을	개선하고	다수의	우량묘를	생산하기	

위한	런너	관리,	자묘	저장(-2℃)	및	화아분화	촉진	기술	등	다양한	육묘	기술을	정립하였다.	또한,	현장에

서	쉽게	알아보는	딸기	병해충	책자를	2,000부를	제작하여	농가에	배부	활용하였다.	

Ⅰ. 종자산업 육성  38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딸기 재배 기술

Development of cultivation techniques for domestically developed strawberry 
var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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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수확 후 신선도 유지 기술

딸기는	과육이	쉽게	물러	유통	시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데,	수확	전	키토산	처리와	수확	후	CO2를(50%	농

도,	3시간	이내)를	병행	처리함으로서	유통	기간	및	상품성을	크게	증진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국산 품종 생산성 향상 기술로 농가 소득 증대

국산	품종의	재배	기술	확립과	생산성	향상은	농가의	국산	품종	보급	확대로	이어져	농가	경쟁력	향상이	기

대된다.	특히,	딸기	촉성	작형	재배	시	10a당	농가	소득은	11,964천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약	88%	증가

되었다.	

우량묘	생산	고설	포트	육묘딸기	고설수경	재배	기술 병해충	책자

담당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김대영,	063-238-6641,	young7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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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은 최근 5년 평균 2.6만 ha의 재배면적에 생산량 약 34만 톤, 생산액 5,222억 원에 이르는 주요

한 양념채소이다. 그러나 국내 마늘시장 최성기 1995년의 12,190억 원에 비해 현재 절반 이하로 줄

어든 사항이다. 농업 노동력은 감소하고, 수입마늘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국내 마늘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국산마늘의 생산은 필수적이다. 또한 고기능성 품종의 개발과 보급이 요

구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품질, 기능성 마늘 품종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

다. 기능성 물질인 알린(alliin), 비타민 C, 페놀(phenol), 플라보노이드(flavonoid) 등의 주요 계통, 품

종 별 정량분석과 기타 항산화 활성, 유리당 분석 등을 수행하여 마늘의 고기능성 우량 계통을 선발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응성 시험을 수행하여, 품종화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국산 마늘의 우수성
‘다산’,	‘화산’,	‘산대’	등은	인체	위암세포(AGS*)	모델	시험에서	기존	재래종	마늘	대비	26~35%	더	암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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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신품종 개발도 
기능성을 바탕으로!

Development of new garlic cultivar with functionality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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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율을	낮추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망	신품종	후보인	‘14-29-10’의	경우	총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재래종	대비	2배	이상으로	항산화능	역시	월등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늘의	향미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의	하나인	총유리당	함량의	경우	‘한산’	품종이	10.2%로	가장	높았고,	‘원

교57020’이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이제는 농가 보급에 집중

마늘은	영양체	번식의	특성으로	초기	종구	증식률이	낮아,	농가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발된	신품

종들의	조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조직배양,	주아재배	등의	기술을	활용해	신속,	대량	종구	증식	연구

를	수행할	계획이며,	3~5년	후에는	실제	농가	현장에	보급	가능할	것이다.	‘한산’으로	재래종	한지	품종의	

50%(2,507ha)	대체가	가능한데,	수량성	역시	15~20%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주아재배로	당년	씨마늘	

생산이	가능한	‘대주’의	경우	35.9%의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으며,	마늘종	전용	품종인	‘산대’는	수입	마늘종	

대체	효과(1,250만$/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곽정호,	063-238-6631,	jhknest@korea.kr

용 어 설 명
※	AGS	:			백인여성	유래의	위암세포로부터	분리되어	현재	위암관련	실험의	대표적	모델	세포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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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국내 절화류 시장에서 생산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절화장미는 국제식물신품종보

호동맹(UPOV) 가입으로 인한 로열티 지불부담이 가중되어 국산 장미 품종 육성 및 대체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절화수명이 길고 병에 강하며 우수한 특성을 가진 국산 절화장미 품종육

성을 통해 2014 현재 국내육성 장미 품종 보급률은 29%를 달성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병에 강하고 절화수명이 긴 장미 품종 
육성

2014년에는	국내	시장용	스탠다드	장미	‘스윙블루’등	

2품종과	일본,	러시아	등	국외	시장을	겨냥한	‘미샤’등	

4품종의	스프레이	장미를	육성하였다.	‘스윙블루’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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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장미 
신품종 육성

New rose varieties for global markets expansio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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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라색으로	소비자	기호도가	우수하며,	뿌리혹병*에	강하여	병	방제	노력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

상되며,	스프레이	품종	‘미샤’는	절화수명*이	13.5일로	약	2주간	꽃을	감상	할	수	있으며	절화품질이	우수

하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국내 육성품종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국내	육성	장미품종의	농가	보급을	통한	로열티	절감추정액은	2014년	15.5억원으로,	3천평	기준으로	약	

9천만원의	로열티	절감효과를	보이며	이는	농가의	소득	증대로	연결된다.	또한	국산품종의	수출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수출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담당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이혜진,	063-238-6832,	sunkistjin@korea.kr

‘스윙블루’
뿌리혹병강함,향이강함	

‘레드스퀘어’
다수성,화형이독특함

‘미샤’
수출유망품종,절화수명우수

‘에스핑크’
수출유망품종,절화품질우수

용 어 설 명

※	뿌리혹병	:				장미에	주로	발생되는	세균병으로	뿌리와	지면부	줄기에	주로	발생하여	생육을	저해

하여	절화	생산량을	감소시킴

※	절화수명	: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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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과 식물의 대표격인 심비디움과 팔레놉시스는 우수한 화색, 화형을 가진 신품종육성에 중점을 두

었으나 최근 소비자기호가 향기를 중요한 선택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가 찾는 향기 나는 양

란 육성을 위하여 방향성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품종육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향기마커*를 개발하

였다. 이를 통해 우수한 계통 양성과 조기에 품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방향성 난 품종개발

향기	나는	난	유전자원들을	이용하여	실생계통을	양성하였고,	그	중	‘스노우벨’을	품종출원,	기술이전을	통

하여	농가에	보급하였다.	이	품종은	1999년	동양란인	한란을	모본으로	하여	교배되어	한란향기를	지녔으며,	

대량	증식하여	농가보급을	위하여	기술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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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나는 양란 신품종 
‘스노우벨’

New cymbidium cultivar 'Snow Bell' with fragrance quality19
I



난의 향기 분석 및 마커 개발

팔레놉시스	향기관련	유전자인	Palaenopsis	bellina	Geranyl	

Diphosphate	Synthase	(PbGDPS)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마커를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팔레놉시스	150종	유전자원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84%	관능테스트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방향

성	유전자원으로	수집된	팔레놉시스	벨리나와	모데스타	원종의	

GDPS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를	분석하여	생물정보에	등록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향기나는 난 품종 보급 및 향기 육종 효율 증진

육성된	방향성	양란	품종은	신수요에	기반한	난	소비	확대	및	국산품종의	자급화를	통해	로열티	해소	및	농

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된	마커는	terpene류	즉	linalool과	geraniol을	향기성분으로	하

는	유전자원을	검정하는데	사용	가능하며,	이를	양친으로	사용한	실생	계통	선발	시	적용	가능하다.	효율적

인	향기분석	방법	및	향기형질의	조기선발로	육종효율을	높여	향후	방향성	난	품종육종이	활성화	될	예정

이다.

담당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박부희,	063-238-6842,	puehee@korea.kr

용 어 설 명

※	전자코	:	향기의	강약을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분석기기

※	마커	:	개화되지	않은	어린	유묘에서도	향기형질을	선별할	수	있는	유전자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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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문화 확산으로 약용작물의 생산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나 국내수요의 50%를 수입에 의존(식품

용 75%, 의약용 25%) 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의존 약용작물의 고품질 우량 신품종 육성과 우수종자 

보급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감초, 지황, 삽주 등을 국내품종으로 대체

하기 위하여 총 9품종을 육성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들 품종별 우수종자의 대량생산, 조기보급 추진

을 위하여 농진청, 지역특화작목연구소 등 16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ʼ14년도 하수오 등 10작목

을 농가에 보급한 결과 국내 약용작물 종자 보급률은 18.6%로 향상되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약용작물 감초, 지황, 삽주 신품종 육성

감초,	지황,	삽주는	약용작물	중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대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감초의	경우	

Glycyrrhizin	함량이	3.6%로	대한민국약전	기준	2.5%	보다	성분함량이	우수한	‘신원감’을	육성하였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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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 약용작물 신품종

Development of new varieties for substitution of imported medicinal crops20
I



근수량이	2,207kg/10a로	14%	뿌리수량이	증수되며	지표성분인	Catalpol	함량이	2.5%	인	지황	‘다황’과	

뿌리수량이	1,890kg/10a로	기존	품종대비	11%	증수되는	삽주	신품종	‘후출’등	고품질	다수성	품종을	육

성하였다.

지역특화작목연구소와 연계한 농가 조기보급

소면적	다품목	약용작물	종자를	조기보급	하기	위해	권역별로	담당작목을	나누어	50작목을	증식하고	채종

하여	보급하는	공동연구	사업을	수행하여(’11~’15)	’14년에는	하수오	등	10작목을	농가에	중점	보급하여	’10

년	7%였던	국산	약용작물	종자	보급률을	’14년에는	18.6%로	향상시켰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국산품종 개발 및 농가 조기보급을 통해 국산 약용작물 보급률 향상과 생
산액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수입의존	약용작물의	국산화를	통해	18.3백만불(감초	등	3작물,	국산화율	50%	기준)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

대되며	현재	1조3천억원대의	약용작물	총생산액을	ʼ22년까지	2조원대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삽주	‘후출’감초	‘신원감’ 지황	‘다황’

담당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박춘근,	043-871-5578,	abcdef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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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UPOV* 가입으로 자국의 품종보호와 로열티 지급 문제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

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팽이와 큰느타리(새송이) 등은 대부분 외국 품종으로 재배되고 있다. 지난해 

버섯 전체 로열티 지급 추정액은 약 49.2억원으로 수출 품종에 대한 국산품종 개발 및 보급이 절실

한 상황이다. 또한, 양송이와 느타리는 가공품 또는 종균의 형태로 수입되고 있어 국내시장을 지키

고 내수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고품질의 품종이 필요하다. 로열티 지급을 줄이고 수출과 내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국산 신품종을 개발 보급하고자, 국내 대표 버섯인 팽이, 느타리, 큰느타리, 양송이 품

종을 개발하여 신속히 보급하는 성과를 얻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로열티를 절감하고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 육성 

품질이	우수하고	불량한	환경에도	잘	자라는	병	재배용	느타리	품종	‘고솔’과	‘다솔’을	육성하였다.	또한,	백

색	위주의	양송이	시장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갈색종인	‘호감’을	육성하였으며	천마의	수량을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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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종에도 
끄덕없는 버섯 신품종

Globally competitive new mushroom varieties 21
I



으로	높혀	주는	천마균인	‘토천심’도	육성하였다.

이외,	느타리	‘몽돌’,	팽이	‘백중’,	‘한솔’,	‘양송이’,	‘새한’등	전년도	육성된	7	품종을	품종보호출원하여	누구나	

재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육성된 국산 신품종 신속 보급을 위한 농가실증시험 추진

전년도에	육성된	느타리	‘몽돌’,	기능성	버섯인	아위느타리	‘비산2호’를	대상으로	양평	등	6개소에	농가실증	

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술지원과	주관으로	지역의	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전국	192개소에	느타리	등	11

품종을	보급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신품종 확대보급으로 버섯 로열티를 절감 및 국산점유율 향상
국산품종	보급으로	버섯류	로열티가	2013년도	7.8억원에	이어	2014년에도	약8.1억원	절감된	것으로	추정되

며	국산품종의	점유율도	48%로	50%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담당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신평균,	043-871-5706,	pgshin@korea.kr

느타리	‘몽돌’ 아위버섯	‘비산1호’ 양송이	‘새도’ 팽이	‘백중’

용 어 설 명

※	UPOV(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	: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간	기구로서	지난	1961년에	채택되

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에	50번째로	가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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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은 국가단위 가축개량 총괄기관(축산법 제5조)으로써 한우 및 젖소 가축개량사업의 

계획 수립, 분석평가 및 문제점 발굴·해결방안 연구를 한다. 이 중 국가단위 씨수소* 선발은 국립축

산과학원, 농협중앙회(한우·젖소 개량사업소)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개량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

해 이뤄지는 사업으로 유전적인 능력 및 혈통이 우수한 씨수소를 선발하게 된다(한우: 30두/년, 젖

소: 2두/년). 이렇게 선발된 씨수소의 정액은 암소 인공수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한우·젖소 사

육농가에 보급되고 이를 통해 농가단위 가축개량을 도모하고 있다.

선발에 이용한 씨수소 유전능력 자료는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책자 형태로

도 보급되어 농가에 암소 혈통에 따른 계획 교배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농가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친교배*에 따른 피해를 줄이면서 농가 개량목표에 적합한 교배조합을 찾을 수 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국가단위 한우·젖소 씨수소 선발 및 계획교배* 서비스 제공

한우·젖소	씨수소	선발은	수소	자신의	능력을	검정하는	당대검정과	자손의	능력을	통해	수소를	검증하는	

후대검정을	모두	거쳐	이뤄진다.		검정성적과	혈통을	이용한	유전능력	평가(한우:	4회/년,	젖소:	3회/년)	결

과를	토대로	씨수소	선발이	이뤄지는데,	한우는	년	30두,	젖소는	년	2두의	보증씨수소를	선발하여	그	정액

을	농가에	보급한다.	유전능력	평가	결과는	씨수소	선발	이외에	농가단위	개량을	위한	참고	자료로	재구성

하여	암소	계획	교배시	참고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년	2회	책자,	프로그램,	웹	페이지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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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우수한 한우와  
젖소 씨수소 선발

Seletction of superior Hanwoo and dairy bull22
I



 이렇게 활용됩니다

한우	개량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체중	증가와	고급육	생산을	통한	경제적	가치는	약	2,560억원에	이른다.	

젖소는	검정을	받는	농가와	받지	않는	농가와의	소득	차이로	개량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다.	평균적으로	

검정을	받는	두수가	151,564두이고	검정을	받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의	유량	차이가	1,285kg	정도인	것

을	유대(1,023원)로	환산하게	되면	약	1,947억원의	소득증대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담당자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최태정,	041-580-3372,	choi6695@korea.kr

용 어 설 명

※	씨수소	:	우수한	자손을	생산하기	위해	선발한	우량의	수소

※	계획교배	:	개량목표	및	경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교배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

※	근친교배	:			혈연적으로	가까운	개체들끼리의	교배를	말하는	것으로	근친정도가	올라가면	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한우	및	젖소	유전능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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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종돈산업은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수입종돈이 국내 환경 적응성이 떨어져 조기

도태 및 종돈산업 종속과 생산비 상승의 우려가 발생된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한국형 계통 돈(돼지)

을 개발하여 국제경쟁력 향상과 및 수입비용 절감할 수 있는 돈육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축진듀록

은 국내 환경에 적응된 청정돼지로 산육능력 및 육질이 우수하며, 우리흑돈은 재래돼지와 두록종을 

교배하여 조성한 것으로 모색은 검정색이며 근내지방도가 높고 육색의 적색도가 높고 보수력이 뛰

어나다. 이처럼 한국형 씨수퇘지 개발로 수입에 의존하던 종돈산업을 국산화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국내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부계 종돈 개발 

국내	환경에	적응된	청정돼지로	돼지인공수정센터	기준	규격	합격률이	70%	이상으로	산육능력이	우수하

며,	육질	1+	등급	출현율이	순종은	59%,	3원교잡종은	38%로	육질능력도	매우	우수하다.

우수돼지인공수정센터 등 축진듀록 보급

축진듀록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우수돼지인공수정센터,	지자체,	양돈농가에	매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누적	100개소	991두를	보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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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질이 우수한 ‛우리흑돈’

Production of Wooriheukdon with high quality meat23
I



축진듀록 씨수퇘지 지속적 확대보급에 의한 수입대체율 제고

수입되는	듀록	수퇘지에	대한	수입대체율은	365두	기준	2013년	43%에서		2014년에는	36%로	낮추는	효과

를	보였다.	또한	축진듀록	수퇘지	확대보급에	대한	경제가치는	300두	전량	보급시	20년간	기술가치는	384

억원,	경체가치는	3,285억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돼지인공수정센터에서 정액공급용 수퇘지 이용

돼지인공수정센터에	보급된	수퇘지는	정액공급용	씨돼지로	2년정도	활용하고	씨수퇘지	1두는	년간	모돈	

500두에	액상정액을	공급할	수	있으며	모돈	1두는	10마리의	자돈을	생산함으로써	년간	5천두의	돼지	생산

에	이용될	것	으로	기된다.

합성돈	농가	보급축진듀록	농가	보급 ‘축진듀록’냉도체	판정

담당자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김두완,	041-580-3455,	duwan38@korea.kr

용 어 설 명

※	돼지스트레스증후군(PSS	:	Porcine	Stress	Syndrome)

불량돈육	생산에	관여되는	증후군으로서	유전적인	결합에	의해	주로	많이	발생되며	양친	모두

가	PSS인자를	갖고	있을	때	발생율이	높으며,	PSS인자를	갖고	있는	돼지는	정육량은	많으나	

물퇘지	돈육	생산과	스트레스	시	폐사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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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축 사료비를 줄이고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지초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와 이에 따른 신품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로서 

친환경적이고 산지축산 개발에 적합한 한국형 초지조성용 목초 품종개발이 필요하다. 톨 페스큐는 

환경적응성이 우수해 우리나라 여름철 같은 무더운 기후에서 방목 초지로 여러 해 동안 이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목초이며, 전 세계적으로 초지 조성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목초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톨 페스큐는 사료가치가 낮고, 가축에 대한 기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 우리나라 기후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사료가치를 향상시킨 국내육성 톨 페스큐 신품종 ‛그린마스

터2호’를 개발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초지조성용 톨 페스큐 신품종 ‛그린마스터2호’개발 

개발된	국내육성	톨	페스큐	신품종	그린마스터2호는	사료가치가	높고	환경재해에	따른	내성이	우수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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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조성에 알맞은 톨 페스큐 
신품종 ‘그린마스터2호’

Development of new tall fescue cultivar 'greenmaster2ho' for pasture purposes24
I



나라	초지조성에	적합한	품종이며,	특히	종자에	엔도파이트(식물곰팡이)가	감염	되지	않아	가축에게	위험과	

해가	없고	수입품종과	달리	여름철	덥고	습한	우리나라	기후조건에	잘	적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생산성도	뛰어나	전국	4개	지역에서	생육특성과	수량성을	3년간	시험	조사한	결과	모든	시험지역에서	건물

생산량이	수입품종인	파운(Fawn)보다	높았다.	국내육성	톨	페스큐	신품종	‛그린마스터2호’는	우리나라	전역

에서	재배가	가능한	우수한	품종이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초지 생산성과 영속성 향상 

톨	페스큐	위주의	초지를	조성하여	이용할	경우	지속적인	방목에도	재생이	양호하며,	다른	화본과	초종보다	

단위면적당	더	많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어	방목용	초지나	건초생산에	모두	적합하다.

또한	국내육성	톨	페스큐	신품종의	보급으로	생산성,	사료가치,	영속성이	우수한	한국형	초지개발에	성공함

으로서	현재	2∼3년	정도인	초지이용	기간을	7년	이상으로	연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마스터2호’수입품종 톨	페스큐	엔도파이트	분석

담당자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이상훈,	041-580-6754,	sangho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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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의 핵심은!

벌꿀 생산 능력이 우수한 꿀벌 신품종 ‘장원벌’
장원벌의	부(D)모(AC)계통의	순계유지*를	위하여	인공수정을	하였다.	장원벌의	생산을	위해서	다른	꿀벌

이	없는	섬에서	교배하여	세가지	부모형질을	가지고	있는	‘장원벌(ACD)’을	육성하였다.	장원벌은	기존농

가에서	사육하는	벌에	비하여	최소	31%이상	벌꿀	수집능력이	좋고,	질병에	대한	저항성도	2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양봉산업은 꿀벌 돌발병해충 발생 및 기후변화로 인한 밀원수 개화 불안정 등 다양한 주변 여건의 

변화로 상당한 어려움에 닥쳐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꿀벌 수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품종 육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농진청에서는 약 10년에 걸쳐서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2013년 벌꿀 수집 우수 계통을 육성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육성한 삼원교배 신품종(장원벌)

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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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 생산성 우수한 ‘장원벌’

Queen breeding for high yield honey production25
I



 이렇게 활용됩니다

꿀벌 신품종 보급 체계 구축 및 보급

전국	10개	지역에서	연간	1만	마리이상	생산하여	올해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보급을	위하여	농식

품부장관	훈령(’15)으로	‘꿀벌장려품종지정	및	보급’기준을	마련하였다.	장원벌이	전국농가에	보급된다면	벌

꿀	생산성이	평균	17㎏에서	세계평균인	23㎏	수준으로	향상되어	약	700억원의	농가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최용수,	063-238-2889,	beechoi@korea.kr

용 어 설 명

※	봉개유충	:	뚜껑이	닫혀있는	꿀벌의	방에서	자라고	있는	유충

※	순계유지	:	유전적으로	같은	계통이	나올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

꿀	수집량	31%	증가 인공수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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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미생물은행(KACC)는 농업과 식품 미생물자원을 수집하고 장기적으로 안전 보존하며, 미생물자

원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특허미생물통합보존

소』를 운영함으로서 국가에서 중요한 특허미생물을 안전 보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국가 미생물 안전보존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농업미생물은행은	농업	및	식품에서	다양한	미생물을	분리하여	보관한다.	올해	수집한	자원은	세균	533,	곰

팡이	290,	버섯	666,	효모	26점	등	총	1,515점이며	KACC	등록	미생물은	7,256종	20,344점으로	증가하였다.	

확보	자원은	액체질소보존,	동결건조보존	등의	방법으로	장기	보존하였다.	미생물자원의	다양한	정보를	농

업유전자원정보센터(http://www.genebank.go.kr/)에	공개함으로서	국민	누구나	쉽게	필요한	미생물을	사

용할	수	있다.	올해	연구용	소재로	약	2,000점의	미생물을	분양하였으며,	다수의	국제학술지에	농업미생물

미생물자원 확보 안전 보존 정보화 및 공개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www.geneban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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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농업미생물은행 운영

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26
I



은행	균주가	인용되었다.	

국내특허미생물기탁기관으로서	작물생장촉진,	축산악취제거,	유용	물질을	생산하는	특허	미생물	총	195점

을	수탁하여	안전하게	보존하였다.	이들	미생물은	30년	이상	보존하게	되며,	기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분

양하고	있다.	현재	국내	4개	기관에	분산	보존되고	있는	만여점에	달하는	특허미생물을	중복	보존하는	국가

특허미생물통합보존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특허미생물의	복제본	작성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생물자원 전쟁을 가져올 나고야의정서에 대비

농업과	식품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미생물	소재를	확보하고	활용	체계를	구비함으로써	나고야의정서	발효

에	따른	생물자원	전쟁에	대비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특허미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활용

특허청과의	협업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특허미생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용한	미생물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권순우,	063-238-3024,	swkwon12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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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유전자원은 노지보존 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병해충 등에 쉽게 노출되어 항상 잃어버릴 위

험이 크다. 초저온동결보존*은 영양체 유전자원을 장기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고구마와 

같이 저온에 취약한 작물에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캡슐유리

화*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고구마 13자원 1,970개체를 액체질소탱크에 보관 중이며 저장위치, 재생

율 등의 관리정보를 유전자원정보 시스템에 DB화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고구마	줄기생장점을	솎아내어	여러	단계의	유리화	과정을	거쳐	영하	196℃의	액체질소로	급속	냉동시키는	

보존방법이다.	동결보존된	고구마	유전자원이	필요할	경우에	저장탱크에서	꺼내	해동(40℃)한	후에	8~10

주	후	활용할	수	있다.	본	기술로	고구마	13자원	1,970개체를	장기보존	중에	있다.	또한	저장위치,	재생율	등

의	관리정보를	유전자원	정보	시스템에	DB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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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유전자원 반영구 
동결보존

Cryopreservation of sweet potato27
I



 이렇게 활용됩니다

유전자원 보존비용의 막대한 절감

고구마	유전자원을	포장에서	보존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간	점당	17백만원이	소요된다.	이에	비해	초저온동

결보존에서는	1.2천원이	소요되며,	이는	초저온동결보존에	따른	비용이	연간	14배	절감효과가	있다.

유전자원의 소실방지 및 집약관리 가능

넓은	포장	대신	몇	대의	액체질소	저장탱크만	있으면	유전자원을	보존할	수	있어	천재지변	등으로	소실	방

지와	대량의	유전자원	관리가	가능하다.	

동결보존	후	재분화동결보존	중인	액체질소탱크	내부 동결보존	관리정보	DB화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이정윤,	031-299-1803,	naaeskr@korea.kr

용 어 설 명

※	초저온동결보존	:			생물의	세포나	조직을	–135℃나	–196℃의	저온에서	동결하여	보존하다가	

필요	시	해동하여	재생시키는	기술

※	유리화	:			수용액의	수분함량이	어느	정도	감소한	상태에서	저온	등에	의해	액체에서	고체로	전

환될	때	고체의	물리성이	무정형의	유리입자	형태가	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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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축유전자원의 국가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재래종 및 토착종 가축유전자원을 수집·발굴하

고 특성평가를 통해 보존 자원의 고유성 및 가치를 국내외에 알림으로써 보존자원의 고유성에 대

한 국가주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칡소, 백우 및 재래닭, 재래돼지, 재래염소 

등 우리나라 전통 재래가축과 홀스타인, 듀록, 메추리 등 외래종이었지만 오랜기간 국내 기후풍토

에 적응되어진 토착화된 가축 등 14축종 34계통이 국제기구(FAO, DAD-IS)에 등재되어 지금까지 

14축종 87계통이 우리이름으로 국제기구에 등재되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국내 동물유전자원의 국제기구(FAO, DAD-IS) 등재

▶			국내	동물유전자원	국제기구	등재(FAO,	
DAD-IS)	
(201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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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축유전자원의 
국제주권 확보

Securing international sovereignty for domestic livestock genetic resources28
I



국제사회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자원보유국들은	보유자원에	대한	권리와	여기서	발생

하는	이익의	공동분배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는	자원에	대한	무상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원빈국이

며	이용국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자원전쟁에서	살아남고	선재적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축유전자원의	

수집,	보존,	평가	및	활용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며,	특히	자원	수집의	범

위를	국내에서	국외로	넓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국내 재래종 및 토착종 가축의 국제 주권주장 강화 !  

가축유전자원의	국제기구	등재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산하	가축유전자원	다양성정보시스템(DAD-IS,	

http://dad.fao.org/)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활용	현황은	198개국	38축종	14,000여	품종이고,	우

리나라는	2004년부터	이	시스템에	등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4축종		87품종(계통)을	등재하였으며,		

2012년	5월	칡소(CHikso),	축진참돈(Chookjin	Chamdon),	긴꼬리닭(Ginkkoridak),	진돗개(Jindo)등	6축종	

24품종을	순수	우리이름으로	등재하였고,	2015년	10월	백우,	서울대,	경남과기대	레그호온,	선진요크	및	랜

드와	서울대	메추리	등	5품종	10계통을	등재하였다.	우리나라	재래가축의	국제기구	등재는	재래가축	유전

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국가간	보유자원	실효에	대한	선점을	하기	위한	것이며,	자원	이용국인	우리나라는	

자원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해	자원의	수집	범위를	국외로	확대하고	보유자원에	대한	목록화,	특성평가	및	정

보화를	조기에	완료하여	미래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당자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최성복,	063-620-3534,	csb345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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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 
향상

II



국수용 쌀가루의 산업체 대량 생산·유통을 위해 밀가루와 같은 용도별 품질기준 설정(빵용, 국

수용, 제과용) 및 적합한 원료 쌀 품종 선정이 필요하다. 쌀국수에 적합한 건식 쌀가루 품질기준

은 아밀로스함량은 25% 이상이며 쌀가루 입자 크기는 100메쉬 내외 손상 전분함량은 10% 이내

의 조건에서 쌀국수가 가장 잘 만들어졌다.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 쌀 품종은 새고아미, 팔방미, 미

면이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쌀국수 적합한 품질 기준 및 적합품종

100%	쌀국수의	제조를	위한	건식	쌀가루	품질기준은	아밀로스	함량	25%	이상,	쌀가루	입자	크기	100메쉬,	

손상	전분함량		10%	이내였으며,	적합	품종은	새고아미,	팔방미,	미면이었다.

고아밀로스벼	(새고아미,	팔방미,	미면) 일반메벼	(삼광,	다산1호	등) 반찰벼	(백진주벼)

 끓인 후 국수

국수의 절단면(X5,0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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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쌀국수에 적합한 쌀 품종 및 
건식 쌀가루 품질기준

Determination of high quality cultivars of rice dry flours for noodles' production29



 이렇게 활용됩니다

제분업체는	국수용	쌀가루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판매를	위한	품질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며,	국수	제조업체

는	유통	쌀가루를	이용하여	100%	쌀가루를	이용	쌀국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쌀국수	산

업화로	인해	벼	재배농가는	산업체와	쌀국수용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

이다.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수확후이용과	윤미라,	031-695-4081,	mryoon12@rda.go.kr	

벼 품종별 쌀국수 가공적성

▶			일반메벼,	반찰벼는	국수를	끓인	후	모양
유지	잘	안됨

▶			국수가	모양이	퍼지는	현상

고아밀로스벼	(새고아미,	팔방미,	미면) 일반메벼	(삼광,	다산1호	등) 반찰벼	(백진주벼)

100% 쌀가루와 물만을 이용한 쌀국수 
제조

▶			고아밀로스	품종

▶	쌀가루	입자크기	100메쉬

▶	손상전분함량	10%	내외

▶	적합품종	:	새고아미,	팔방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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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쌀 가공산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고품질의 쌀 가공식

품에 적합한 원료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밀가루 국수를 대체할 수 있는 단체급식 등 대량소

비가 가능한 쌀면 품종의 요구도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 ‘새미면’은 쌀면 가공적성을 높이고, 원료

곡 원가 절감을 위한 수량성 증대와 함께 내병충성 및 쓰러짐 등 기존의 쌀국수 품종에 비해 재배

안전성을 크게 보완한 쌀가공 전용품종이다. ‘새미면’은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

대 및 지속적 농업을 유지함으로서 쌀 수급 탄력성 확보와 밀가루 대체를 통한 식량 자급률 향상이 

기대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새미면’의 주요 작물학적 특성 

‘새미면’은	초다수성인	통일벼를	유전적	배경으로	하여	출수기는	기존의	쌀면	품종인	‘고아미’와	‘새고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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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일형 다수성 쌀면 전용품종 
‘새미면’

‘Saemimyeon’Tongil type variety for rice noodles30



등에	비해	일주일	정도	빠른	중생종이다.	도열병과	줄무늬잎마름병	및	흰잎마름병(K1~K3a)에	강하고,	벼	

쓰러짐	등	재배안정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특히	수량성이	708kg/10a로	기존의	쌀국수	전용품종들에	비해	

20~32%	증수되어	가공	시	원료곡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수성	쌀면	전용품종이다.	

‘새미면’의 쌀면 가공적성

‛새미면’은	아밀로스	함량이	26.7%이며,	기존	품종에	비해	가루로	부서지러지기	쉬워서	쌀면(생면)	제조특

성이	매우	우수하다.	‘새미면’을	이용한	생면	쌀국수	가공품은	기존의	쌀국수	품종들에	비해	강도	및	인장력	

등	물리성이	개량된	고급	쌀면	전용품종이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가공 원료곡 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쌀가공산업 활성화 

‘새미면’은	2015년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과	함께	다양한	쌀면	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농가소득	410천

원/10a	(원료곡	단가:	2,000원/kg)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학교급식	등	대량급식이	가능한	생면	공급으로	국

민건강	증대의	사회적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쌀가공품	품질향상과	함께	수입	밀가루	대체할	수	있는	쌀

면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망한	품종이다.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논이용작물과	조준현,	055-350-1169,	hy4779@korea.kr

‘새미면’전분립(1.5K)	‘새미면’쌀알(분상질)	 ‘새미면’쌀면(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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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곡물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절감과 국내 축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사료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보리는 곡실을 포함한 사료작물로 다른 사료작물에 비해 배합사료 대

체효과가 크다. 새로 개발된 ‘미호’는 까락에 거치가 적은 반매끈망으로 까락이 부드러워 가축이 먹

기 좋으며 재해에 강하고 조사료 수량이 높은 청보리 품종이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가축기호성이 높은 내재해 다수성 청보리 신품종 ‘미호’개발

청보리	‘미호’는	까락에	거치가	적은	반매끈망으로	부드럽고,	추위	및	도복에	강하며,	보리호위축병에	중도

저항성으로	내재해성	품종이다.	출수기는	4월	27일로	중생종이며,	조사료	건물수량이	1,225kg/10a으로	‘영

양’보다	3%	많은	다수성	품종이다.	수확	후	사일리지	품질은	TDN	함량이	67.5%로	사료가치가	좋으며,	재배	

적응지역은	1월	최저	평균기온	–8℃	이상인	지역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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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가축이 먹기 좋은 청보리 ‘미호’

New forage barley cultivar with semi-smooth awn and high yieding 'Miho'31



(ʼ12∼ʼ14지적)

품종명
도복
(0-9)

내한성
(고사주율, 

%)

초장
(cm)

경수 
(개/㎡)

출수기
(월.일)

건물수량
(kg/10a)

천립중
(g)

엽신비율
(%)

TDN*
(%)

미		호	 1 33.3 96 650 4.27 1,225 30.2 19.4 67.5

영		양 1 67.4 91 593 4.27 1,187 31.1 18.9 69.5

 이렇게 활용됩니다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 및 국내 조사료 자급률 향상 

가축기호성이	높은	‘미호’는	신품종이용촉진사업을	통한	종자생산으로	2016년부터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재배가	가능하며,	조기에	농가보급으로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	및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

대된다.

※	조사료	자급률	:	(’10)	82%	→	(’14)	84%	→	(’20)	90%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	오영진,	063-238-5224,	ohyj5894@korea.kr

황숙기생육중 거치	비교(좌	:	영양,	우	:	미호)

용 어 설 명 ※	TDN	:	총	가소화	영양분(사료가	가축등의	대사작용에	의해	이용되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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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의 재배환경이 주산지를 중심으로 단지화되어 규모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콩 생산 농가의 

생력기계화의 필요성은 커지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콩 재배의 기계화는 절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작업의 생력화를 위해 다양한 기계들이 개발 및 도입되어 작업효율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작업체

계상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콩 재배와 관련된 많은 기계들

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논콩 기계화재배 작업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논콩재배 일관화 모델제시 

논콩의	농작업에	있어	평형작휴동시파종기*(모델1)와	작휴동시비닐피복파종기*(모델2)를	중심으로한	개선

모델 1

모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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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논콩재배 일관화 기술

Recommended integrated work model for paddy soybean cultivation above 
mid-scale

32



된	콩	일관작업모델은	93년에	완료한	트랙터중심	일관작업체계(콤바인	수확)보다	작업시간이	각각	27.7시

간/ha(13,621원/ha	증가)	및	24.3시간/ha(185,461원/ha	증가)	단축되어	효율이	개선된	모델이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노지재배 및 비닐피복재배 모델

●	노지재배	논콩	일관화	기술

		경운	및	정지(트랙터,	쟁기보습,	로터베이터)	-	파종단계(평형작휴동시파종기,	승용관리기)	-	관리(승용

관리기)	-	수확탈곡(콤바인)-	조제(정선기)

●	비닐피복재배	논콩	일관화	기술

경운	및	정지(트랙터,	쟁기보습,	로터베이터)	-	파종단계(작휴동시비닐피복파종기,	배부식동력분무기)	-	

관리(광역방제기)	-	수확탈곡(콤바인)	-	조제(정선기)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과	신상욱,	053-663-1110,	shinso32@korea.kr

평형작휴동시파종기 입모광경 작휴동시비닐피복파종기 입모광경	

용 어 설 명

※	평형작휴동시파종	:	평평한	이랑을	만들면서	곡물을	동시에	파종하는것

※	작휴동시비닐피복파종	:	이랑을	만들고	비닐피복과	곡물을	동시에	파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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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땅콩의 차별화와 신수요 창조를 위해 내병성이 강하고 알이 굵은 대립 다수성 ‘다안’ 땅콩(알수

량 : 500kg/10a)과 기능성 칼라식품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국내최초의 안토시아닌 함유 검정종피 

‘흑생’ 땅콩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게 되어 농가소득·건강식품 등 새 수요가 기대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알이 굵고 수량이 많으며 병해에도 강한 ‘다안’

신품종	‘다안’은	종실	수량이	500kg/10a으로	대조품종(대광)	보다	16%	수량이	많이	생산되는	품종이다.	꼬

투리에	종실이	맺히는	비율이	75%로	껍질이	얇고,	백립중	127g으로	낱알이	굵다.		또한	낙엽병	피해가	적고	

쓰러짐에도	강하여	재배안정성이	높다.		

국내 최초 Antocyanin 함유 검정땅콩 ‘흑생’

그	동안	국내에는	검정땅콩	품종이	없어	수입종을	재배하여	비싸게	거래되는	실정이다.	‘흑생’은	수입땅콩

에	비해	겉껍질이	얇고,	꼬투리수가	많으며	알이	충실히	잘	맺히는	것이	특징이다(알수량:	425kg/10a).	백립

중이	69g인	중립	조숙종으로	키(주경	32cm)가	작은	반직립	초형으로	쓰러짐에	강하고	낙엽병류에	강한	품

종이다.

다	안 흑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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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비자 맞춤형 땅콩 신품종 
‘다안’, ‘흑생’

New high yielding peanut cultivars ‘Daan’and black skin peanut ‘Heuksaeng’33



 이렇게 활용됩니다

시장 선호성과 농가소득 향상을 앞당기는 다수확 땅콩 ‘다안’

재해와	재배안정성이	높은	‘다안’은	다수확	품종으로	농가	소득향상과	국산땅콩	자급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

며,	볶음땅콩·풋땅콩	등	간식용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칼라식품 시대에 알맞는 건강기능성 검정땅콩 ‘흑생’

‘흑생’은	안토시아닌	함유	건강기능성	땅콩으로	기존	수입땅콩의	단점을	개량하여	수량성과	재배안정성이	

훨씬	개선되어	농가소득	향상	뿐만	아니라,	낮은	당지수(땅콩	:	20)	식품이	요구되는	당뇨,	안토시안닌의	항

산화	효과가	있는	각종	질병예방	등에	건강식품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과	배석복,	055-355-1215,	paesb@korea.kr

대광 다안 대광 다안대광 다안

대광 흑생 대광 흑생대광 흑생

<땅콩‘다안’의 특성>

<땅콩‘흑생’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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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이 증가함에 따라 외래 농산물과의 경쟁력 제고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즈음, 잡곡품종 개발 분야에서 재래잡곡에 비하여 수량성이 높으면서도, 식품가공 적성 및 기계화 

재배에 적응성이 우수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었다. 2014년 새로이 개발된 잡곡은 메조 ‘단아메’, 찰

기장 ‘금실찰’, 식용피 ‘소담직’, 붉은 팥 ‘서나’, 흰 팥 ‘흰나래’등 5 품종이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기계수확에 유리한 조 ‘단아메’, 붉은 팥 ‘서나’

조	‘단아메’는	기존의	조에	비하여	키가	20cm이상	작고,	직립형	초형으로	잘	쓰러지지	않고,	팥	‘서나’는	쓰

러짐에	강하면서도	착협고*가	높아	기계수확에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웰빙 잡곡, 식용피 ‘소담직’

식용피는	일반	잡초피와	달리	탈립*이	잘	되지	않고	재배하기도	쉬운	특성을	지닌	새로운	기능성	웰빙	잡곡

이다.	‘소담직’은	최초의	식용피	품종으로,	재배기간이	85일로	매우	짧고	논과	밭	모두	재배가	가능하고,	곡

식	중에서	지방함량이	높아	섭취시	고소한	풍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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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계수확이 가능하고 쓰임새도 
다양한 잡곡 신품종

New miscellaneous cereal varieties with high adaptability for food processing and 
mechanization

34



가공적성이 우수한 기장 ‘금실찰’, 흰 팥 ‘흰나래’

기장	‘금실찰’은	색감이	선명하고	식미가	우수하여	밥에	섞어	이용하기	좋은	황색	찰기장으로,	기존의	찰기

장에	비하여	쓰러짐에	비교적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팥	‘흰나래’는	붉은	색이	주종을	이루는	팥	앙금시

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흰색	팥으로,	이를	이용하면	흰	앙금뿐	아니라	다른	색의	첨가로	다양

한	색의	팥	앙금이	제조	가능하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새로 개발된 잡곡 품종의 보급 및 전망 

현재	잡곡품종은	실용화재단	및	거점단지	등을	통하여	조기보급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놓았으며(2015

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잡곡	종자보급	18톤),	이러한	조기보급으로	연간	17%,	5년내	전국	재배면적의	80%

가	재래종에서	상기	품종을	포함한	최근	개발된	잡곡	신품종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과	고지연,	055-350-1225,	kjeeyeon@korea.kr

용 어 설 명

※	착협고	:	줄기에서	팥	꼬투리가	달리는	위치

※	탈립	:	이삭에서	곡식	낱알이	떨어지는	현상	

조	‛단아메’ 식용피	‛소담직’ 기장	‛금실찰’	 붉은팥	‛서나’ 흰팥	‛흰나래’

Ⅱ. 식량자급률 향상  76  77

2014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장은 밭에서 재배되는 식량작물 중 토양염농도에 적응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0.2%내외의 

토양염농도에서도 생장이 가능한 작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기장을 간척지도입 유망작물로 육

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재배토양의 염농도에 따른 기본 생육특성, 

재배방법에 따른 수량성, 유기물이 부족한 간척지 토양에서 질소 시비량 설정 등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간척지토양의 염농도별 기장의 생육반응 구명

기장은	밭에서	재배되는	식량작물	중에서	염농도	높은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다.	이에	따라	기

장을	간척지	도입	유망작물로	육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재배토양	염농도가	증가했을	때	간장,	지상부	

건물중,	종실중	등	지상부	생장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뿌리	발달도	토양염농도가	증가될수록	뿌리건물

중,	굵은뿌리수,	긴뿌리	비율	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토양염농도가	증가에	따라	무기양분	중	Na2O함량은	식물체부위별로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서	뿌리＞지상

부＞종실	순을	나타냈으며,	토양염농도	4.8	dS	m-1에	재배된	뿌리의	경우	Na2O함량은	1.02%까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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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에서 기장 재배시기 및 재배방법별 생육 및 수량성 구명

정식시기에	따른	생육은	이백찰기장,	황금기장	두	품종	모두	6월15일	파종이	간장과	수장이	컷고	건물중,	

주당	수량	및	조곡수량이	높았다.	

		재식거리에	따라서는	60X10cm	정식이	다른	밀도들보다	높은	수량을	나타냈으며,	염농도에	따라서는	염농

도가	높을	때	감소되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간척지에서	토양염농도별	작물	생장반응	연구의	기초자료로	이용가능하며,	

간척지에서	기장	재배방법별	생육	및	수량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량성	및	경제성을	예측하여	안

전영농	계획	수립에	활용	가능하다.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김선,	063-238-5372,	sunkim@korea.kr

재배토양	염농도별	뿌리발달	(왼쪽부터	염농도1.6,	3.2,	4.8	dS	m-1)

염해생리	구명을	위한	뿌리	박스	시험	 시험후기	뿌리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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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6대 과수작물인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과 주

요 약용작물인 인삼, 천궁, 당귀 등 총 9개 작물의 향후 100년 간의 재배지 면적 변화와 공간적 변동 

양상을 10년 단위로 상세히 예측할 수 있는 『주요 과수 및 약용작물의 재배지 변동 예측지도』를 제

작하였다. 작물별 재배지 변동 예측지도는 정부 등 정책기관과 연구기관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을 수립하거나, 품종 및 재배법 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농업인이 본인 농장에 적합한 작물을 

선정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주요 과수·약용작물의 100년간 재배지 변동을 미리 볼 수 있어요!

재배지	변동	예측지도는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	8.5)를	적용해	주요	과수·약용작물(총	9개	작물)

의	재배지(재배적지,	재배가능지,	저위생산지로	구분)	면적	변화를	현재부터	2100년까지	10년	단위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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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또한	공간해상도가	30m급으로	제작하여	기후변화

에	따라	주요	과수·약용작물의	재배지의	미래	공간적	변동	양

상과	주산지	변동의	상세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기관,	

연구기관	및	농업인	등이	활용	시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기후변화 대응 대책 수립에 방향 제시

정책기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주요	과수·약용작물의	생산량	조절	정책에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되며,	

작물별	연구기관에	기후변화	적응	신품종	육성	및	재배법	개발에	활용된다.	또한	정부	3.0시대	웹서비스를	

통해	농업인	등	국민이	자신의	농가에	적합한	작물	선정	시	이용할	수	있다.

담당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손인창,	064-741-2571,vitison@korea.kr

용 어 설 명
※	RCP	시나리오	:			대표농도경로를	도입하여	만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채택하여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하고	있음

그림 1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단감의	재배

지	변동	예측	자료

그림 2			단감의	고해상도	재배지	변동	지도	

제공(30m	해상도)

그림	1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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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조사료는 수입 조사료에 비해 품질 균일성 문제로 사료적 가치가 낮아 낙농가에서 이용률이 

낮다. 이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의 사료가치 증진을 위해 유용미생물 처리로 소화율 개선 기술을 개

발하고,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여 육성우 사양기술을 개발하였다. 그결과 국내산 주요 조사료에 유

용 미생물 처리 시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반추위 내 소화율이 5~18.8% 향상되었다. 또한  육성우 사

육 시 국내산 IRG 사일리지의 섭취량이 두당 12.2kg 이상이면 수입 톨페스큐와 동등한 육성 효과를 

있음을 구명 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유용미생물 처리 국내산 조사료의 소화율 개선효과

국내산	주요조사료	6종(볏짚,	옥수수,	 IRG,	청보리,	호밀,	수단)에	유용	미생물(Lactobacillus	paracasei,	

L.	plantarum,	Bacillus	subtilis	및	Saccharomyces	cerevisiae)을	분무	처리	후	반추위	내	소화율을	조사

한	결과,	무처리에	비하여	L.	paracasei	처리	시	옥수수(11.8%),	 IRG(11.7%),	호밀(18.8%),	수단(10.0%),	L.	

plantarum	처리	시	옥수수(8.9%),	 IRG(12.6%),	호밀(17%),	B.	subtilis	처리	시	볏짚(9.0%),	청보리(5%),	S.	

cerevisiae	처리	시	볏짚(7.4%),	청보리(7.5%),	수단(8.3%)	소화율	개선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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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improved nutritive value of domestic forage on dairy cattle37



젖소 육성우의 수입 톨페스큐 대체 국내산 IRG 사일리지의 육성효과

젖소	육성우(6~10개월령)를	대상으로	농후사료(조단백	16~18%)는	3kg으로	고정급여하고	국내산	IRG	사일

리지	섭취량이	12.2kg(건물	3.7kg)	이상이면	수입	톨페스큐	4.8kg(4.2kg)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수입 조사료 대체효과

홀스타인종	육성우	생후	6~10개월령까지(4개월간)	사육시	두당	68,978원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담당자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기광석,	041-580-3396,	kiks38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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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Vigna unguiculata (L.) Walp.)는 전분 특성과 식감이 우수하여 예로부터 송편의 소, 떡고물, 

차, 혼반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작물이지만 덩굴성(무한형)으로 재배 및 수확에 많은 시간과 노

동력투입이 필요로하는 작물이다. 또한 지역특산품 영광모싯잎송편(연매출 300억 원) 제조 원료의 

20~25%를 동부가 차지하나 수입산 사용으로 지리적표시 등 명품화사업이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가 매우 작고 반유한 직립형으로 일시에 수확이 가능한 신품종 ‘옥당’

을 육성하여 생리적 특성과 우리나라 기후특성을 감안한 완전 기계화 생력재배기술을 개발, 영농현

장 실용화를 통해 영광모싯잎송편 명품화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콤바인 수확이 가능한 동부 품종(옥당) 개발, 농작업 완전 기계화

육성한	옥당동부는	직립형으로	키가	40~50㎝로	작아	쓰러짐에	강하고,	반유한형으로	덩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유인용	주지가	필요	없으며,	10a당	수량이	185㎏로	높고,	생육기간이	80~90일로	짧아	다양한	작부체

옥당동부 재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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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1년에	2기작	재배도	가능하며	1기작은	4월	중순에	파종하여	7월	중순에	수확하고,	2기

작은	7월	하순에	파종하여	10월	중순에	수확이	가능하다.	농작업	기계화	재배기술은	옥당동부를	7월	중·하

순에	기계점파하고	10월	중·하순경에	범용콤바인을	이용하여	수확할	수	있으며	노동력은	약	99.3%절감	가

능하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지역특산 가공품 영광모싯잎송편 원료 국산화로 고부가가치 브랜드화

육성한	신품종과	기계화	재배기술을	적용하여	2014년에	약	50ha	계약재배	하였고,	2015년에는	약	100ha,	

2018년에는	영광모싯잎송편	동부	소요량의	80%	이상을	자급할	계획이다.	영광모싯잎송편	최대	현안	문제

인	동부	국산화로	지리적표시등록,	떡	산업	특구	조성	등	명품	브랜드화가	가능하고,	수입	농산물	이용에	따

른	원료수급	불안정,	안전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2018년에는	재배농가의	소득이	약	2배	정도	향상될	것

으로	기대된다.

담당자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동관,	061-330-2533,	kms1996@korea.kr

동시	성숙동시	개화 범용콤바인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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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야생채취에 의존하여 무분별한 남획과 자연생태계의 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약용작물인 

가시엉겅퀴를 국내 최초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재배체계를 확립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였으며 

전통음식과 기능성 건강식품을 상품화하였다. 이로 인해 ʼ14년 전북지역 엉겅퀴 재배면적을 20ha으

로 늘렸고, 엉겅퀴 소재 전통음식 및 엉겅퀴 침출차, 환, 발효농축액, 티백차, 케어톱 크림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재배체계 확립으로 재배면적 확대 

가시엉겅퀴	재배체계를	확립하기위해	5%미만인	발아율을	37%까지	높였고,	재배작형,	정식시기,	채취시기	

및	연화재배	등	재배체계를	확립하여	국내	최초로	재배법을	성공하였으며,	한약재로	뿌리(대계)만	사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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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잎,	꽃,	전초	등	식품으로	활용	가능한	가시엉겅퀴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의	기틀을	마련하

였다.

*	엉겅퀴	재배면적	:	(’11년)	1.7ha	→	(’12년)	5ha	→	(’13년)	10ha	→	(’14년)	20ha

전통음식 및 가공상품 개발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가시엉겅퀴	잎,	뿌리,	전초를	활용하여	전통음식(엉겅퀴	된장,	간장,	김치	등)을	개발하였다.	또한	엉겅퀴	추

출물의	약리활성을	이용한	산업재산권	등록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로	전북의	지역특화작목으

로	육성하였다.

*	엉겅퀴	상품화	및	산업재산권(’12~’14)	:	총	5제품,	4억	매출	달성,	특허출원	4건

현장평가회연화재배	잎	활용	선호도 가시엉겅퀴	이용	개발상품

 이렇게 활용됩니다

전통음식, 기능성 식품 소재, 경관 및 관광상품 활용

가시엉겅퀴	김치·된장	등	전통음식은	전통테마마을과	연계되어	판매·유통되고,	가시엉겅퀴	가공상품은	

간기능	보호	및	관절염증에	대한	효능이	꾸준히	홍보되고	있어	전국에	조직된	유통망을	통해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또한,	보라색	꽃을	활용하여	경관	및	관광	상품화를	개발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

이다.

*	가시엉겅퀴	재배생산	→	상품화	→	마케팅	→	관광자원화	시스템	:	신규	일자리	창출

담당자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	김창수,	063-290-6344,	florigen532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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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력에 의존하던 잡곡의 파종과 수확 작업을 기계화하여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 

잡곡 파종기는 조, 수수와 같은 소립종자를 정밀하게 파종하여 인력 파종·솎음작업노력 95%, 비

용 58%를 절감하였다. 또한 잡곡 수확기는 기존 벼용 콤바인을 잡곡 수확이 가능하도록 탈곡장

치의 탈곡망을 개발하여 작업능률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잡곡수확기로 작업했을 때 인력대비 수

확노력은 92%, 비용은 60% 줄였을 뿐만 아니라 벼 콤바인의 연간 이용시간을 높일 수 있어 경제

적이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고성능 정밀 잡곡 파종기 및 수확기 개발

잡곡	파종기는	트랙터	부착형으로	1~3립씩	정밀하게	파종가능하고,	성능은	0.7시간/10a으로	인력	파종노

력을	85%	절감한다.	또한	파종롤러의	크기와	파종거리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어	종자	크기가	다른	작물도	

잡곡	파종기 잡곡	수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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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잡곡 파종기와 수확기

Combined seeder and harvester for cereal crops40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생산자동화기계과	전현종,	063-238-4045,	hjjun@korea.kr

파종이	가능하다.	잡곡	수확기는	기존	벼	콤바인의	탈곡장치를	개량하여	잡곡수확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

고,	성능은	1시간/10a으로	인력	수확노력을	92%	절감하고	수확손실을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	탈곡망은	

철판에	구멍을	낸	것으로	조는	구멍	7	mm,	수수는	13	mm가	적합하여	작물	종류에	따라	교체하여	사용하도

록	설계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잡곡 파종·수확 작업의 노력 및 생산비를 크게 절감

잡곡	파종기	및	잡곡	수확기는	2015년에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산업화하고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잡곡의	파종	및	수확에	투입되는	노력을	90%,	생산비용을	59%까지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또한	잡곡

의	파종	및	수확	기계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잡곡의	생산기반	확보,	자급률	증대	및	잡곡산업

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종자	끼임	방지장치잡곡	파종기	구조 발아상태

	탈곡망잡곡	수확기	탈곡장치	구조 최대	예취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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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축산업의 심각한 타격은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

다. 그 대책으로 양돈업 허가의 중요 조건으로 축산농가 입구에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방문 차량과 

방문자에 대한 출입기록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축방역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이지만, 농가의 출입기록을 일일이 수기로 관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은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제 및 기록관리를 자동화하고 방문기록을 DB화하여 전염병 전파경로을 추

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돈사출입을 자동 통제하고 추적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차단방역이다.	돈사	입구에	출입

통제	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기록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양돈장의	출입구에	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정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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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돈사출입 자동관리 시스템

Automatic pig farm acess control system using RFID41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생산자동화기계과	김혁주,	063-238-4053,	agrihj@korea.kr

위치한	대인소독장치를	통해	출입하는	인적정보와	차량,	소독여부,	돼지에	관련된	정보를	RFID	기술*을	활

용하여	자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돈사 출입관리의 자동화로 돈사의 방역향상과 신속한 역학조사 가능

방문기록과	소독기록을	확인하여	질병	보유	가능성이	있는	인력	및	차량을	축산농가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	

가축질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방문기록과	소독기록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필요시	신속하게	관련	당국에	제출함으로써	가축질병의	방역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게다가,	일일이	수기로	

기록하던	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	함으로써	정확하고	용이하게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정보	관리	인력에	대

한	비용을	저감시킬	수	있다.

용 어 설 명 ※	RFID	기술	:	극소형	칩에	관련정보를	저장하고	안테나를	이용해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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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딸기는 고온장일성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나 7~8월에는 고온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되거나 

불량과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분냉난방 기술은 지하수 또는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15℃ 냉수

를 만들고 만들어진 냉수를 냉축열조에 저장한 후 백색의 연질 PE관(관경 16mm)을 재배베드에 길

이방향으로 딸기묘의 관부(크라운부)*에 밀착시켜 설치하고 24시간 냉수를 순환시켜 연속적으로 관

부를 냉각하는 기술이다. 바깥 기온이 저하되는 10월에는 20℃ 내외의 온수를 생성하여 냉방과 동

일한 방식으로 관부를 난방하는 기술이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온도민감부인 관부를 냉난방하는 기술 개발

관부냉방을	한	여름딸기의	주간과	야간의	일평균	관부온도가	19~24℃로서	냉방처리를	하지	않은	관부의	

일평균온도보다	약	3℃	정도를	낮추고	혹서기인	8월의	수확량을	최대	30%	까지	올릴	수	있으며	10월까지

의	누적증수율을	20%로	유지할	수	있어	재배농가의	소득증대	및	에너지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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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여름딸기 부분냉난방 기술

Spot cooling and heating technology for everbearing strawberry plants42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에너지환경공학과	문종필,	063-238-4084,	jpmoon2002@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적은비용으로 여름딸기 생산량 증대에 특히 유용 

일본으로	수출되는	여름딸기는	최근	수출호조로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고온기	여름딸기의	재배

환경	개선	및	생산량	증대에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으며	딸기의	부분냉난방기술보급을	위해	현장실증	시

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부온도	냉방효과 수확량	증대효과관부	냉수배관	설치

용 어 설 명

※	고온장일성	품종	:	일조시간	및	온도가	일정기준	이상되어야만	꽃눈형성이	되는	식물(품종)	

※	관부(크라운부)	:	종자의	뿌리와	줄기가	만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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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농가 경영비의 30~40%를 차지하여 경영난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난방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겨울철 낮의 온실내부 태양잉여열과 외부 공기열을 히트펌프의 선택적 열원으로 이용하

여 난방용 온수를 생산하는 고효율 온실 냉난방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기존 공기열 히트펌프의 단점을 크게 개선한 온실 냉난방시스템

겨울철	낮에	온실내부의	적정	온도유지를	위해	환기로	버리는	태양잉여열과	온실외부	공기열을	이용하여	

난방용	온수를	생산하는	고효율	온실	난방시스템으로서	기존	공기열	히트펌프의	저온기	성능저하	문제를	

크게	개선하였으며,	여름철	냉방기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다양한	목적의	온실	환경관리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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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태양잉여열 축열식 히트펌프 
온실 난방시스템

Solar heat pump system for greenhouse heating43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에너지환경공학과	권진경,	063-238-4087,	cen55@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고효율 온실 난방으로 시설원예농가 경영개선에 기여

난방성능은	기존	공기열	히트펌프	대비	32%	향상,	설치비는	지열	히트펌프	대비	40%	절감할	수	있으며,	기

존	경유온풍난방기	대비	난방비와	CO2	배출은	각각	80%,	42%	절감할	수	있어	연간	50,000천원/ha의	농

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전문	생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육묘온실	등을	대상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히트펌프	성능향상

태양잉여열	축열식	히트펌프	개념도

육묘온실	냉난방	적용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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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 상자의 과대포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자 압축강도를 적정화하고 종이 사용량을 절감

할 수 있는 경량 구조의 포장상자를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종이 사용량을 줄여 친환경적이면서도 

상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딸기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칼라인쇄용 종이 및 칸막이를 없애고도 딸기가 손상되지 않는 상자

딸기용	경량형	포장상자는	적재단수	35단,	안전계수	4를	기준으로	상자압축강도*(340kg)를	산정하였다.	별

도의	종이가	사용되는	칼라인쇄	대신	3색으로	포장상자	표면에	직접	인쇄하는	방법을	채택하였고,	관행적

으로	사용되던	칸막이*를	없애는	대신	포장상자	바닥면의	처짐에	의한	딸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

자	높이를	5mm	높였다.	논산에서	가락시장과	수원	대형	수퍼까지	유통시험을	2회	실시한	결과	딸기의	손

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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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보다 가벼운 딸기용 포장상자

Lighter packaging box for strawberry44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수확후관리공학과	최승렬,	063-238-4126,	mobumman@korea.kr

용 어 설 명

※	상자압축강도	:	포장상자를	수직방향으로	압축	시	견딜	수	있는	힘

※	칸막이	:	내포장용기를	구분	및	보호하기	위하여	겉포장상자	내부에	배치되는	십자형	종이

 이렇게 활용됩니다

현재 사용되는 딸기상자보다 제작비용 약 22%, 종이 무게 20% 절감

칼라인쇄용	종이와	칸막이를	없앤	구조로	딸기	포장상자를	설계·제작하여	사용하면	유통비용도	줄이고	농

가	경영비도	절감할	수	있다.	딸기	포장상자가	연간	8,460만개	가량	사용되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포장상자

로	대체할	경우	연간	93억원	절감할	수	있다.	

딸기용	경량형	포장상자 개발상자	유통시험

기존상자와	개발상자	무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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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속(黍粟)류 잡곡인 조와 기장은 한 이삭에 약 1,500~10,000립의 종실의 달리며, 크기가 매우 작

은 소립형으로 콤바인 수확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콤바인을 이용하여 소립종

자인 조와 기장을 수확 탈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시키고자 한다.

조와 기장의 콤바인 수확은 기존 콤바인에 장착되어 있는 탈곡망(13mm)을 촘촘한 메쉬(그물)형태의 

탈곡망(6mm) 교체 장착하면 탈립율이 53%에서 89%까지 높아져 추가적인 재탈곡, 정선 작업을 줄

일 수 있다. 개발된 콤바인 수확기술은 인력 수확·탈곡방법에 비해 수확·탈곡 노동력을  10a당 21

시간, 90% 이상 절감 할 수 있다. 조와 기장 콤바인 수확기술은 대면적을 기계화 재배함으로써 생산

비가 절감되고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어 잡곡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조·기장의 기계수확을 위한 자탈형 콤바인* 기능개선 및 조작방법

기존	콤바인에	장착되어	있는	탈곡망(13mm)을	촘촘한	메쉬(그물)형태의	탈곡망(6mm)으로	장착하면	탈립율

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

		콤바인	수확	시	탈곡드럼	급동회전	속도는	352회/분으로	조정하고	비산	손실률을	줄이기	위한	선별체	채퍼

각은	40°로,	송풍바람의	세기는	2.62	m/s에	고정하여	0.5m/초	작업속도로	수확하면	된다

탈곡망	교체 채퍼각	조정 배진판	높임 송풍세기	설정

기장	콤바인	수확 조	콤바인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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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탈형 콤바인 이용 
조·기장 기계수확 기술

45 Development of combine harvesting technique for foxtail and proso millet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생산기술개발과	정기열,	055-350-1263,	jungky@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조·기장의 콤바인 기계 수확의 노동력 절감 효과 

●		콤바인	수확으로	노동력	절감은	인력수확	대비	20시간/10a(90.8%)	절감효과가	있다.

수확방법
노동력 투입시간(시간/10a)

단축시간
노력비
절감(%)수확 정선 계

	인력	수확 17.94 4.5 22.44 - -

	콤바인	수확 0.75 1.3 	2.05 20.39 90.8

●	자탈형	콤바인	수확에	따른	조	탈곡	수율은	기존	53%에서	89%로	향상된다.

작물 탈곡망 크기 곡립 협잡비*(%) 비산 손실립비*(%) 배진 손실립비*(%) 탈립률*(%)

조
	기존	탈곡망(13mm) 39.0 3 5 53

	개선	탈곡망(6mm) 	6.0 2 3 89

기장
	기존	탈곡망(13mm) 10.9 3 6 87

	개선	탈곡망(6mm) 3.2 2 3 98

<기존	탈곡망> <기존	탈곡망>

조 기장

<개선	탈곡망> <개선	탈곡망>

용 어 설 명

※	자탈형	콤바인	:			벼,	보리	등의	이삭부	만을	탈곡부에	투입하여	탈곡·예취·탈곡·선별·짚처

리를	한번에	처리하는	콤바인

※	협잡비	:	수확	곡물	중	협잡물의	비율

※	비산	손실립비	:	검불이	배출되는	협잡물	중에	혼입되어	손실되는	곡립	손실비

※	배진	손실립비	:	비산되어	나가는	것	중에	혼입되어	손실되는	곡립	손실비

※	탈립률	:	탈곡작업	중	탈곡된	곡립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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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은 얇은 다공성 표피구조와 수확후 호흡률이 높아 손상되기 쉽고 부패와 함께 갈변 등의 생리장

해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팽이버섯과 큰느타리버섯의 주요 생리장해인 갈변의 발생기작

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목별 갈변 억제와 신선도 유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품목별 적정 기

술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수출국에 따라 다양한 운송기간이 소요되는 큰느타리버섯 등의 수출확

대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버섯 생리장해 현상을 대사수준에서 연구

버섯에	공통적으로	상품성	저하	주요	원인인	줄기	및	갓	부위에	발생하는	갈변	현상을	대사수준에서	연구

한	결과	trehalose,	xylose,	lysine,	leucine	등이	갈변	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물질로	이용될	수	있음을	

구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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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버섯 수확 후 신선도 유지 기술

46 Postharvest techniques to maintain shelf life of fresh mushroom



담당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연구팀	최지원,	063-238-6530,	jwcnpri@korea.kr

팽이버섯 소포장용 필름 개발

팽이버섯의	품질저하	원인인	갈변과	이취를	동시에	억제하면서	진공이	유지되고	유연성이	좋은	기능성	필

름을	개발하여	특허출원하였다.

큰느타리버섯 신선도 유지기간 연장기술 개발 및 수출 프로토콜 작성

큰느타리버섯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큰느타리버섯의	30%	CO2	3시간	전처리가	갈변	억제와	경도	

유지에	효과적임을	구명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수출국에	따른	수확후관리	및	최적수출환경	프로토콜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버섯 품목별 저장 유통기간 연장에 따른 수출국 다변화 및 수출 증대

버섯의	생리장해	억제를	위한	수확	후	관리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본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수출	시	적

용하면	국내	수출품의	고급화와	수입국의	기호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팽이버섯	소포장	기능성필름	개발갈변예측	지표물질	판별 큰느타리버섯	CO2	전처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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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암소비육이 늘어나고 있지만 조기 비육판매로 육질등급이 낮아 농

가수익성이 악화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암소 비육연구를 수행하였다. 번식능력이 떨어지거나 암

송아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사료 급여방법 기술로 육질이 우수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

는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 기대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경산* 및 미경산* 한우 암소 고급육생산 기술 개발

한우	경산	암소의	적정비육기간은	3산	450㎏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8~10개월,	이상일	경우	6~8개월간	비

육하는	것이	적절하며,	6세	이전에	출하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4개월	비육	후	초음파	육질측정기로	측정

하여	근내지방도가	1이나	2인	경우	추가로	비육해도	경제성이	없으며,	사료급여방법은	비육	전반기	8㎏정

도	제한급여	후	자유채식	하는	것이	육질향상	효과가	좋다.	미경산	한우를	사육할	경우	30개월령	출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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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우 암소의 고급육 생산기술

47 Production of Hanwoo cow and heifer quality beef



담당자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장선식,	033-330-0609,	jangsc@korea.kr

용 어 설 명
※	경산우(Cow)	:	1회	이상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암소

※	미경산우(Heifer)	:	송아지를	출산한	경험이	없는	처녀소

장	유리하고,	농식품	부산물인	미강,	파인애플박,	오렌지박,	깻묵,	버섯배지,	청보리	등을	활용한	섬유질배합

사료로	급여할	경우	25∼51%	배합하여	36개월령까지	연장하여	출하하는	것이	좋다.

●			미경산	암소	30개월령	비육시	근내지방도	5.1,	육질	1등급이상	출현율	86%이며	한우	한	마리	당	1,557천원	순소득	

있음

 이렇게 활용됩니다

한우가격 하락시 효율적인 암소비육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사육두수 증가 억제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한우가격	하락으로	이를	조절하기	위해	가임암소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조기	출하	시	농가의	수익이	감소함으로	저	능력	암소를	비육하여	판매함으로써	농가	암소축군을	

개량하고	농가의	판매수익	증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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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도체 상태를 반영한 돼지고기 등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규격 균일도가 낮아 2등급이하 비율

이 30~40%로 높다. 씨돼지 단계에서 개체가 가지는 성장능력뿐만 아니라 개체가 동료에게 영향 주

는 효과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돈군 편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양기술이 필요하다.

씨돼지 선발을 위해 다른 개체에 영향 주는 효과까지 반영한 모델로 평가하고, 사양방식에 따른 체

중편차를 조사하였다. 또한 돈군 형성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유전체 분석으로 선발효과에 유효한 유

전자를 조사하였다. 검정과정 중 사회성과 관련된 주요 행동학적 지표를 13종을 설정하였으며, 이 

중 육종가*와 관련된 행동유형 2종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체 단위 유전체 분석을 통해 육종가와 관

련된 유전자 5종을 선발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세대 선발로 개량효과를 분석하고 균일도를 높이는 

사양관리 기술, 유전/행동학적 특성을 종합한 씨돼지 선발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돼지 상호작용 효율적 검정방법 설정 : 선발정확도 77%, 개량량 20% 개선

그룹	내	돼지수용두수가	적고(6두),	사료제한보다	자유채식이	효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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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돈군 성장균일도 증진 기술 

48 Development of swine breeding method through social interaction for uniform 
improvement



담당자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홍준기,	041-580-3458,	john8604@korea.kr

돈군 체중편차 감소를 위한 자돈 분류 방법 설정 : 최대 11kg 체중격차 개선

체중	6kg	이하,	6~8kg,	8kg	이상으로	분류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상호작용 육종가에 유효한 행동(2종) 및 후보유전자*(5종) 발굴

		행동	모니터링(170두)을	통한	13종의	상호작용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동료개체	물섭취횟수와	사료섭취횟수

는	육종가와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상호작용	육종가	관련	SNP	분석(240두)하여	후보유전자	5종을	1

차적으로	확인	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자돈시기 분류
●	체중구분은	6kg	이하,	6~8kg	및	8kg	이상으로	분류할	것을	권장합니다.

검정돈 상호작용 평가방법
●	선발	시	동료	개체의	성장효과를	반영한	육종가를	활용합니다.	

용 어 설 명
※	육종가	:	선발을	위해	활용되는	개체의	육종학적	가치

※	후보유전자	:	개량목표에	상응할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

사회적	행동유형	분류 개체	간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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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기준 ha당 목초의 생초 생산량이 25톤 미만인 하급초지의 면적은 10,393ha로 전체초지 

면적의 29.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하급초지는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초지면적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토양산도개선, 목초보파 등 식생개선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기존 부실 산지초지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산지초지 식생개선 기술을 

현장 적용한 결과 우수한 식생개선효과와 생산성 향상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식생개선 기술 적용으로 애기수영 우점 부실 산지초지 생산성 향상

강원도	평창의	번식우	농가의	산지초지는	악성	잡초인	애기수영과	키가	작은	목초인	레드톱	위주로	식생이	

구성되어	있어	생산성이	낮은	상태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의	산도를	개선하기	위해	ha당	석회를	2톤씩	2

회	투여하고,	초지관리용	비료를	시용하였다.	애기수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선택성	제초제를	처리하고	톨	

Ⅲ. 농업경쟁력 향상 및 수출농업 지원  108 

III 부실한 산지초지의 생산성 
향상기술

49 Effect of improved technology application on botanical composition and productivity 
in less productive hilly pasture



담당자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정종성,	041-580-6748,	jjs3873@korea.kr

페스큐	위주로	혼합종자를	보파하였다.	그	결과	토양	pH는	기존	4.69에서	5.13으로	항상	되었고,	초지식생

의	경우에는	잡초비율이	12%에서	7%로	감소하였다.	초지	생산성은	1차	수확	건물수량이	ha당	3.4톤에서	

5.5톤으로	63%	증가되었고,	연간	생산량은	ha당	건물수량	9.5톤	이상의	우량초지로	개선되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우량 산지초지 이용으로 사료비 절감 및 경제수명 연장

시험	대상지의	번식우농가의	경영분석	결과	사료비가	56.5%	절감되었고	번식률도	30.6%	향상되었다.	이로	

인한	두당	소득	증가액은	1,135천원으로	나타났다.	기존	초지에	보파기술,	시비기술,	예취	및	방목이용	기술	

등을	현장에	적용하여	초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초지산업의	경제성	확보를	통해	초지의	이용기간	연장,	

사료	절감	효과	및	경제수명	연장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생개선	전1차	목초	생산량 	식생개선	후

식생개선기술 적용 초지의 연간 생산성
(2014,	축산원)

구   분 1차 수확 2차 수확 3차 수확 합  계

생초수량(kg/ha) 25,067 10,735 11,993 47,795

건물수량(kg/ha) 5,460 2,135 1,937 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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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및 돼지고기 중 소비자 비선호도 부위를 고부가 발효육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조기술을 

현장접목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상품화 모델을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에 따라 돼지 뒷다리 발효생햄, 돼지 등심 발효햄 및 한우 홍두깨 로모* 제조기술로 산청, 안동, 제주 3

개 지역이 참여하여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하여 상품화를 추진하였다. 산청은 한방약초와 유기 한우, 

지리산 흑돼지를 활용하였으며, 안동은 전통양념과 참마돼지, 제주는 재래돼지를 활용하여 지역 명품

화를 추진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한 스토리화한 발효육제품

고부가	발효육제품은	각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시켜	스토리를	부여하였는데,	산청에서는	특산물	한방약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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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발효생햄의 지역 명품화

50 Locally branded foods of fermented meat products



담당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성필남,	063-238-7352,	spn2002@korea.kr

용 어 설 명
※	로모(LOMO)	:			스페인어로	‘등심’이란	뜻으로	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등심으로	제조한	단기숙

성	발효햄을	나타내기도	함

유기	한우,	지리산	흑돼지를	이용한	‘친환경	한방	발효육제품	상품화’를	추진하였고,	안동에서는	특산물	전

통양념(고추장,	된장,	간장)과	사과,	참마돼지를	이용한	상품화를,	제주에서는	특산물인	재래돼지를	이용하

여	직접	제조한	제품을	농가	카페,	레스토랑에서	요리로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농가형 소형 육가공 모델로...!

한국형	발효생햄	제조법	및	발효육제품	제조기술은	농가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귀농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현재	3가지	유형의	모델이	설정되어	있고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모델을	보급하며	지

속적인	기술지원으로	인근지역	거점사례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경우	기존	모델에	우

선	적용하고,	지자체에서	정부정책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발효

육제품	제조기술	지원을	통해	제품	매출이	ʼ11년	10,000천원	수준에서	ʼ14년	32,670천원	수준으로	연평균	

48.4%	상승하였다.	부가가치는	ʼ11년	7,000천	원	수준에서	ʼ14년	35,000천	원으로	연평균	71%의	높은	성장

률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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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함량이 많은 가축분뇨*는 퇴비화*하기 위해 톱밥 등 수분조절재가 많이 필요하며 퇴비화 진행

이 어렵다. 따라서 수분함량이 많은 가축분뇨에 대하여 퇴비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퇴비더미내 공기공급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가축분뇨의 퇴비화 효율이 증진되

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가축분뇨의 퇴비화에 따른 중량 감소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공급방식은 

양·음압>양압>음압 순서로 효율적이었으며, 퇴비의 수분함량은 1차 발효 후 45%이하로 감소되고, 

퇴비더미내 발효온도는 발효초기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발효온도가 60℃이상 유지되고 있어 정상적

인 호기성 퇴비화가 진행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양음압 방법을 이용한 가축분뇨 퇴비화 자동제어 시스템 개발

수분함량이	80%이상인	가축분뇨를	호기성	퇴비화공정에서	퇴비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	퇴비더미내	공기주

입	개선한	결과,	퇴비	중량	감소율은	양·음압(60.3%)>양압(57.1%)>음압(43.5%)	순으로	높았다.	특히	양·

음압처리구의	경우	부피	감소율이	33.8%	및	용적중	감소율이	37.6%로	가장	높았다.

기계교반퇴비화시설에	대한	구간별	퇴비의	수분함량	변화	등을	조사한	결과	1차	발효가	끝나는	후단부분에

는	수분함량이	45%이하로	감소되었고,	발효온도는	구간별	퇴비더미내	발효온도는	발효초기부터	끝나는	지

점까지	발효온도가	60℃이상	유지되고	있어	정상적인	호기성	퇴비화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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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기공급방법 개선을 통한 가축
분뇨 퇴비화 효율 증진

51 Automatic control of animal waste composting facility and use the technology development 
positive and negative pressure



담당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곽정훈,	063-238-7411,	kwagjh@korea.kr

용 어 설 명

※	가축분뇨	:	가축이	배설하는	분과	뇨	및	세정수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퇴비화	:			가축분뇨를	수분조절재	이용	수분함량을	70%내외로	조절	한	후	교반	및	공기공급을	

실시하여	호기성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	공정을	말함

※	양압법	:	퇴비에	공기를	넣어주는	것

※	음압법	:	퇴비에서	공기를	빼주는	것

 이렇게 활용됩니다

수분함량이 높은 가축분뇨의 호기성 퇴비화시 공기공급방법을 양·음압방법
으로 활용시 퇴비화 효율이 높아짐

가축분뇨	특히,	돼지분뇨의	경우	수분함량이	85%이상	되어	정상적인	호기성	퇴비화시	톱밥	등	수분조절재	

소요량이	많이	필요하고	또한	정상적인	퇴비화	진행이	어려우므로	퇴비더미내	공기공급방법을	기존의	양압

방법에서	양·음압방법으로	변경하여	퇴비화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가축분뇨	적정	퇴비화	조건으로는	수분함량	70%내외,	공기공급량	150ℓ/㎥/min.이상	처리하고,	1회/일	이

상	교반	처리로	퇴비화	효율이	증가된다.	

퇴비화	실험	모식도 퇴비화	과정	중	퇴비	온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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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함량이 80~85% 정도인 우분을 대상으로 한 축산분뇨를 혐기적 발효처리 시 냄새발산을 최소

화하면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자원인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건습식 혐기소화 시스

템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식 혐기소화를 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개발하여 고형물 15~20% 내외의 유기물에 대한 혐기소화 수행관련 기술 개발이 가능해졌

다. 또한 우분 등은 돈분뇨 슬러리 대비 고형물 농도가 높아서(3~5배 이상) 혐기 소화조건이 좋으면 

바이오가스발생 효율이 개선되었으며, 밀폐형 처리형태여서 축분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발산

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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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습식 통합 혐기소화 시스템

52 Development of wet and dry anaerobic digestion system



담당자 국립측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정광화,	063-238-7402,	gwhaju@korea.kr

용 어 설 명

※	바이오가스	:			공기(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가스로서	주로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짐	(메탄가스를	활용함)

-	혐기소화	: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발효시키는	방법

-	통합	혐기소화	:	가축분뇨,	음식물,	기타	유기성	물질을	함께	섞어서	혐기소화하는	방법

-	건식	혐기소화	:	수분이	15~20%	정도	되는	유기물을	공기	없이	발효하는	방법

-	습식	혐기소화	:	수분이	95%	정도	되는	유기물을	공기	없이	발효하는	방법	

 연구성과의 핵심은!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냄새발생 최소화

건식	통합	혐기소화	시스템	개발에	있어	선결	문제인	혐기소화	원료의	교반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혐기소화조는	밀폐된	구조이므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냄새발산을	최소화하고,	배출된	냄새물질은	포집

하여	냄새발산을	감소처리하도록	한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개발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여 실용화

		이	기술의	보급적용	대상은	가축분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포함한	각종	유기성	폐기물이	발생하는	시설이다.

농산부산물,	음식물	쓰레기	등	혐기적으로	분해가	가능

한	유기물이	발생하는	시설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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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과 곡물가격 상승으로 한우농가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농식품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양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한우에게 최적

의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사료배합비 작성 및 사양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

러한 기술은 사료비절감과 생산성 향상 효과로 8,897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본 시스템의 보급확대를 위해 지역별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거점 경영체 및 농가를 집중 육성하

고 있으며, 한편 한우협회와 공동으로 지도직 공무원과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부산물 사료화에 

필요한 이론교육과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32회, 893명이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산물을 사료화하는데 걸림돌이었던 사료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여 한

우농가에서 쉽게 부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농식품부산물의 사료화를 위한 기술개발, 제도개선 및 교육 등 보급 확산
한우농가에서	주위의	값싼	농식품부산물을	체계적으로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우협회와	공동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지역별	선도농가와	한우영농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지원을	실시

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쉽게	부산물의	영양정보를	볼	수	있고	부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버	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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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농식품 부산물 사료화 
기술 보급

53 Popularization of agri-byproduct feeding system



담당자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오영균,	063-238-7451,	oh665@korea.kr

용 어 설 명

※			섬유질배합사료(TMR,	Total	mixed	ration)	

		매번	급여할	모든	사료를	한꺼번에	혼합하는	비빔밥과	같은	급여하는	방식으로	반추위의	환경

을	유지시켜	소화율을	높이고,	또한	농식품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장터”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한편으로는	농식품부산물	사료이용	확대방안	TF를	운영하여,	관련부처와	함께	농식품부산물을	사료화하는

데	걸림돌이었던	사료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여	한우농가에서	쉽게	부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농식품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함으로서 사료비 절감과 육질 향상을 동시에
농식품부산물을	활용하여	한우	사료	제조시	값싼	사료자원	활용으로	18%의	사료비	절감효과와	함께,	보급

하고	있는	배합비	전산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한우가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최적화함으로서	20%	정도의	육

질개선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술보급의	효과로	한우사료에서	섬유질배합사료*의	급여비율이	2005년

도에	4%에서	2014년	26%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35%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별	농업기술센터를	연계하여	한우	경영체와	농가들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함으로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전산프로그램	워크숍사료로	활용되는	부산물 부산물	활용	사료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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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동물병원 등이 없는 취약지역 축산농가*의 진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지역 맞춤형 

집합 질병컨설팅 및 목장 현장방문 진료지원을 하는 것으로 2014년 추진 실적은 9개 지역 약 400여 

농가 실시하였다. 이동동물병원의 운영은 집합교육을 통해 이론적인 분야를 교육 및 질의응답을 실

시하고 이후 이틀간 목장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였다. 병든 가축(환축)의 설사분

변, 비즙 시료, 혈액 등 채취하여 원인균 분석, 항생제 감수성 검사, 염증 및 영양대사수준 점검 분석 

후 농가에 다시 컨설팅 되도록 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취약지역 축산농가의 진료서비스를 위한 이동동물병원 추진체계
먼저	컨설팅	및	진료지원	대상지역에	대한	사전	수요를	취약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조사한	후	질병컨

설팅팀	및	현장진료팀을	3∼4명	구성하였다.	희망지역을	찾아가는	이동동물병원	운영하여	맞춤형	질병컨

설팅	및	현장진료를	실시하였고	질병	원인	분석결과	및	치료방법은	민간동물병원과	지방	농촌진흥기관	등

과	연계하여	사후	관리하였다.

환축 원인균 분석후 농가 제공
수의사	및	축산전문가가	직접	목장	현장	방문하고	사양관리,	환경,	번식	및	영양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	컨

설팅을	제공하였으며	환축의	원인균을	분석하였다.	장염	송아지의	설사	분변시료	중	세균이	검출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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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취약지역 가축질병 서비스 
이동동물병원 운영

54 Moving  animal hospital operation targeted by livestock farmers in  
vulnerable areas



담당자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영훈,	063-238-7221,	vet9973@korea.kr

용 어 설 명
※			취약지역	축산농가	선정	

민간동물병원(5개소	이하),	공수의사(2명	이하)	부족	및	지방	축협내	동물병원	미운영	지역

44.9%,	기생충	36%,	바이러스	19.1%이며	세균	중에는	병원성대장균에	의한	것이	30.3%,	콕시듐증	18%로	

분석되었으며	원인분석	결과,	항생제	감수성	결과	및	치료방향을	농가에	제공하였다.

이동동물병원 운영 이후 농가 반응

“한우질병,	사양	및	개량에	대한	종합	컨설팅,	이론적	강의뿐만	아니라	현실적	적용방법을	통해	교육	만족도

가	높았고	현장에서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부분	지적,	지역	한우농가	기술향상에	큰	도움되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현장과의 유기적인 협의체계 구축

고질적	질병	치료	및	원인구명으로	취약지역	축산농가의	질병관리기술	향상과	소득이	증대되고	농장	맞춤

형	질병치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로	지역단위	맞춤형	진료체계를	구축하였다.

농장진료도서지역	방문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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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설재배 작물의 바람직한 환경
(온도·영양) 관리

Appropriate temperature and nutrient management to reduce crop growth 
disorder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설재배농가는 하우스 내에서 작물을 연중재배하고 있어, 재배기간 중 시설 내 

급격한 온도변화와 과도한 양분공급에 의해 토양염류집적, 작물생육장해 및 수량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친환경 온도·양분관리가 중요하다. 시설 내 온도변화에 따른 작물의 영양장애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환경관리를 통해 온도장해를 극복한 다음, 이차적으로 적정 양·수분

을 공급하여 저하된 작물생육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온도장애에 따른 작물생육 및 양분흡수량
토마토와 상추를 대상으로 적온·저온·고온조건에서 작물생육반응, 양분흡수량 및 생육장애 극복을 위한 

추가적인 양분공급효과를 조사하였다. 저온·고온발생 시 토마토는 15∼30%의 생육감소, 상추는 약 60%

의 생육저해가 발생하였다. 저온·고온발생 시 토마토와 상추의 무기양분(다량원소) 흡수량은 현저히 감소

하였다.

● 온도조건별 양분(다량원소)의 체내 흡수량

- 저온[토마토 (50∼85%), 상추 (15∼36%)], 고온[토마토 (63∼89%), 상추 (22∼30%)]

55
IV

온도장애 유형별 토마토, 상추 생육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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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생육 개선을 위한 온도관리와 양분공급효과
온도장해 발생 시 작물생육과 양분흡수량 증진을 위해 양분을 추가로 공급한 결과, 양분공급효과는 잘 나

타나지 않았으며, 특히 상추의 경우 고온 시 양분의 추가공급은 생육과 양분흡수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

였다. 따라서 작물생육장애 경감을 위한 최적 방법은 환경관리(1차)를 통해 작물생육 적온으로 개선한 다음, 

양분공급(2차)으로 작물생육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저온기 및 고온기 시설재배작물의 올바른 환경관리 방법

시설재배작물 온도장해 발생 시, 작물의 생육 적정온도를 유지한 후 저하된 작물의 생육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며, 본 연구결과는 지도기관에서 영농현장 교육·지도 시에 활용자

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토양비료과 성좌경, 063-238-2445, jksu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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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장애 발생 시료채취 원심분리 진단키트 발색 양분함량 측정



공간정보 기반 농경지 물수지 및 
침수 취약성 평가 모델

Water balance and flood vulnerability modeling assessment in farmland using 
spatial information

지상 레이더파를 이용하여 토양수분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위성영상과 기상자료를 활

용하여 논 증발산량 산정 기술을 개발하여 농업 가뭄 대응을 위한 농경지 물수지 변동 해석에 기여

하였다. 수문모형 기반의 농경지 유역 침수취약성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적 대응방안 수립에 기여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지상 레이더파를 이용한 토양수분 추정 모형 개발

지상 레이더파 자동관측시스템을 이용하여 밭 토양수분함량 변화를 관측하여 토양수분과 레이더파의 후방

산란계수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밭 작물생육초기(엽면적지수 2이하) 토양수분 추정모형을 개발하였다. 

●   토양수분함량(%) = (지상레이더파 후방산란계수)×1.0104+66.195(R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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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원격탐사 기반 광역 논 증발산량 추정 기술 개발

원격탐사 기반의 에너지수지식을 이용한 증발산량 모형을 기존 밭 조건에서 논 조건에 적합하도록 수정하

고 위성영상,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벼 생육기 논에서의 증발산량 공간분포를 추정하였다.  

●   새만금 유역의 광역 논(16km x 16km)에 대하여 증발산량 지도 작성

수문모형을 활용한 농경지 침수취약성 평가방법 개발

수문모형을 이용하여 농경지 토양 및 지형을 고려한 침수가능성 지표를 선정하고, 농촌 유역을 대상으로 농

경지 침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을 선정하여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하는 재해연보 자료와 비교한 결과 침

수피해에 대한 재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재해연보 침수피해 기록 13회 중 침수지표 적용을 통해 10회 침수발생 가능성 예측(전주, 완주)

 이렇게 활용됩니다

농경지 가뭄 평가, 침수취약지구 선정을 통한 농업재해 사전대책 수립 지원

토양수분과 농업용수 소요량을 함께 고려한 농경지 물수지 변동 분석 및 침수취약지구 선정을 통해 가뭄, 

침수 피해 경감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이경도, 063-238-2512, kdlee11@korea.kr

후방산란계수와 
토양수분 상관관계

수문모형 유출량 예측값 
및 실측값 비교

증발산량 모형 예측값과 
실측값 비교



클로렐라를 활용한 새로운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New organic farming technology using chlorella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클로렐라* 불가리스(Chlorella vulgaris), 클로렐라 푸스카(Chlorella fusca) 

등을 활용하면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시키고 식물병 발생을 억제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과 저장

성을 향상시킨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클로렐라 처리에 의한 작물 생육촉진 및 병 발생억제 효과

식용 가능한 클로렐라 배양액 500배 또는 1,000배 희석용액을 상추, 무 등의 엽채류와 딸기 재배기간 중에 

엽면살포와 토양관주*로 번갈아 처리하면 상추는 32%, 배추는 32%, 무는 58% 생육이 촉진되었고, 상추의 

균핵병과 노균병의 발생이 75% 이상 억제되었으며, 딸기의 잿빛곰팡이병, 흰가루병의 발생이 89% 이상 억

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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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저비용 클로렐라 농가 자가 배양기술 활용

클로렐라의 농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클로렐라 균주와 배양배지만 있으면 농가에서 자연광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7일만에 클로렐라를 배양할 수 있는 배양장치와 배지를 개발하였고, 농가실증을 거쳐 ʼ16년부터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클로렐라 처리에 의한 유기 농산물의 품질 및 저장성 향상

클로렐라 배양액 500배 또는 1,000배 희석액을 딸기와 엽채류 재배기간 중에 1주일 간격으로 번갈아 처리하

면 작물의 생육이 촉진되고 병 발생이 억제되어 농산물의 품질과 저장성을 7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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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딸기의 수량증대무 생육촉진 딸기저장성 향상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심창기, 063-238-2557, ckshim@korea.kr

용 어 설 명
※ 클로렐라 : 담수녹조류의 일종으로 광합성을 하는 미세조류를 말함

※ 토양관주 : 토양에 구멍을 파서 양액을 살포하는 방식



양돈농가 고민을 해결한
미생물제

Microbial agents to solve pig farms’ problem

축산 냄새 감소 대책으로 물리적 및 화학적 처리 방법 등이 있으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 및 장

비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미생물제를 가축에 급여하고, 축사에 처리하여 축

산환경 개선 및 가축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돼지사료에 미생물제를 혼합하여 먹이고 돈분뇨에 잣

송이 폐기물 가루와 미생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냄새감소제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폐자

원을 재활용하여 개발한 창조형 녹색 처리기술이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냄새 제거 기술

전통 장류 및 토양에서 분리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사료 첨가용 생균제 제조기술과 잣 수확 후 버려지는 잣

송이가루를 미생물 배양액에 혼합하여 돈분뇨에서 발생하는 냄새가스를 감소시키는 복합 제조기술이다. 냄

새감소 효과 미생물제는 전통 장류인 된장으로부터 분리하여 인체에 해가 없는 미생물이다. 또한 잣송이 가

루를 미생물 배양액으로 혼합하여 돈분에 처리함으로써 돈분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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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전통 장류에서 분리한 미생물에 대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냄새를 감소시키는 효모는 Pichia farinosa

로 동정해 Pichia farinosa NAAS-2로 명명하였으며, 세균은 Bacillus subtilis 로 동정하였다. 

효모 Pichia farinosa NAAS-2 균주의 세포형태(x1000) 냄새감소 세균 Bacillus subtilis 균주의 세포형태 (x1000)

 이렇게 활용됩니다

미생물제의 현장 적용

전북 정읍시 소재 양돈 농가에 개발한 생균제와 복합미생물제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사료 요구율의 변화

로 인해 사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돈방내에서 발생하는 냄새의 농도도 ‘심함’에서 ‘감소’로 줄어드

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미생물제제 생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유재홍, 063-238-3069, yj7915@korea.kr

미생물제 처리에 따른 냄새 감소 평가



시설 재배에서 발생하는 해충 
친환경 방제제

Development of Mycopesticides Using Entomopathogenic Fungi to Control Whitefly 
and Aphid

국내 유통되는 친환경 농자재는 원료의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고, 정부의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천연 식물보호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친환경 방제제의 수입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토착 곰팡이를 활용하여 시설재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담배가루이 및 진딧물 방제에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미생물제를 개발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방제가 어려운 해충 담배가루이·진딧물 친환경 방제제 개발

국내 농경지에서 분리된 곤충병원성 곰팡이 이사리아 자바니카(Isaria javanica) Pf04는 시설 재배지에서 문

제가 되는 담배가루이 방제 효과가 매우 우수하여 국내 최초의 담배가루이 방제 전문 미생물 살충제로 개발

하였다. 개발 제품을 시설 재배지에 1회 처리 시 83%, 2회 처리 시 100%의 담배가루이 방제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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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진딧물 살충성 물질을 생산하여 진딧물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토착 곰팡이 보베리아 베

시아나(B. bassiana) Bb08을 개발하였다. 개발 곰팡이 생산물질만 처리 시 3일후 100%의 진딧물이 방제되

었으나, 곰팡이와 살충물질을 혼합하여 처리 시에는 2일 만에 100%의 진딧물이 방제되어 완전 방제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시설 해충 친환경 방제용 미생물제로 농가 활용  

담배가루이 방제용 곰팡이는 국내 3개의 친환경 방제제 개발 전문 기업에 기술 이전하여 친환경 유기농자

재 『가루사장』, 『바이오가루자바』로 등록, 판매되고 있어 농가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기여 할 것으로 기

대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5,98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딧물 방제용 곰팡이도 3개의 전문기업에 기술 이전되어 친환경 유기농자재로 등록 중에 있다. 이 기술

을 활용하여 진딧물 방제에 활용 시 진딧물 방제용 농약 수입 대체효과가 연간 1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

대된다.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김정준, 063-238-3051, jjkim66@korea.kr

토종 곰팡이 수집 담배가루이 살충력 우수한 Isaria javanica Pf04 선발



간편한 잔류농약분석법

Development of effective and economic purification method in pesticide  
residue analysis

우리나라에서는 잔류농약에 의한 농산물의 안전관리가 주요한 이슈가 되어있지만 농산물 중의 잔류

농약을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다중성분 동시분석법은 정제효율은 뛰어나지만 분석시간과 투입되는 

시약의 양이 다량 소요되므로 경제적이지 못하고 신기술로 알려져 있는 QuEChERS* 잔류농약 분석

방법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안정적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기에는 시료 정제의 한계

로 Matrix에 의한 간섭 효과가 큰 단점이 있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간편한 잔류

농약분석법의 주요한 부분인 시료정제방법을 새로이 개발하여 경제적인 잔류농약분석의 틀을 제공

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간편한 잔류농약 정제기술 개발

다성분 동시분석법중의 시료정제법, QuEChERS 시료

정제법의 단점인 다량의 시료와 용매 소비, 장시간의  

분석 소요시간을 극복하기 위한 SPE* 정제기술을 도입하여 

10g의 시료와 10ml의 분석용매를 사용하여 2시간이내에 분

석이 가능하며 다성분 분석 시에 발생하는 matrix 간섭율*을 

QuEChERS 분석법 대비 2배 이상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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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이렇게 활용됩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기관의 분석업무가 경제적이고 쉬워집니다 

생산 및 유통 신선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을 분석·조사하는 기관에서 분석과정의 90%를 차지하는  

시료정제방법을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환함으로써 분석 기관은 고비용의 분석단가를 낮출 수 있고 

농민 입장에서는 분석결과 대기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구분 다종농약 다성분분석법 QuECHERS 분석법 개발분석법

시료량(g) 100 15 10

사용용매량(ml) 200 15 10

소요시간(h) 5 2 2

Matrix 간섭율(%) 10 25 10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홍수명, 063-238-3224, wideyun@korea.kr

용 어 설 명

※   QuEChERS 

Quick, Easy, Cheap, Effective, Rugged, Safe라는 영어 첫 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2002년 미국 

농무성 농업연구청(USDA ARS)에서 최초로 개발된 농산물 중 잔류농약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정

제법

 ※   SPE 

Solid Phase Extraction의 약어로 농산물 시료에 포함된 잔류 농약(일반적인 유기화합물 포함)

을 분리하기 위한 기술로 고분자 고체물질에 시료를 올려 유기용매의 극성 차이에 의해 분석            

대상인 농약성분만 추출하는 기술 

 ※   간섭율 

잔류물질을 분석하기 위해 농산물 시료를 정제과정을 거치지만 일부 정제되지 못한 물질이 분

석기기(예, 기체질량분석기 )의 정량결과에 오류를 유발시키는 현상 (예, 간섭율 100% 이면 실

제 잔류농약의 농도가 1.0ppm이지만 분석기기에서는 2.0ppm으로 나타남) 



거름작물을 이용한 고랭지 배추 
사탕무씨스트선충* 방제

Eco-friendly management of sugarbeet cyst nematode in highland Chinese 
cabbage using trap crop

사탕무씨스트선충*은 토양에 살면서 배추과 작물의 뿌리에 기생하여 피해를 주는 세계적으로 문제

가 심각한 선충으로 2011년 국내 고랭지 배추 재배지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탕무씨스트선충은 알집(cyst)속에 약 200개의 알을 품고 있는데 표면이 키틴(chtin)질로 싸

여 있어 방제가 어려운 선충이다. 고랭지 밭은 돌이 많고 경사가 심하여 약제 방제는 효율성이 낮으

며, 토양 오염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고랭지 여건에 적합한 방제 방법으로 사탕무씨스트선충 

방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녹비작물인 ‘화이트 머스타드’를 선충이 감염된 포장에 적용하여 

윤작*한 결과 방제 효과가 우수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사탕무씨스트선충 방제용 녹비작물의 선충밀도 억제 효과 구명

사탕무씨스트선충 저항성 유인 녹비작물(화이트 머스타드)를 심으면 뿌리에서 분비되는 침출액이 씨스트 내

부에 있는 알의 부화를 촉진시켜 뿌리속으로 칩입하지만 식물체에 있는 살선충성물질(글루코시놀레이트)이 

성장을 억제시켜 무처리에 비해 23% 밀도가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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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녹비작물 이용 고랭지 배추 사탕무씨스트선충 현장 방제 효과

사탕무씨스트선충에 감염된 배추 밭 51.9ha(태백, 삼척, 정선)에 녹비작물(화이트 머스타드)를 심어 방제한 

결과 전체 포장 중 70%에서 배추를 재배할 수 있는 밀도 이하로 감소되었다.  

※   사탕무씨스트선충의 밀도가 토양 100㎤당 선충알(egg)이 200개 이하이면 고랭지에서 배추 재배가 가능하다. 

사탕무씨스트선충 피해한계 밀도사탕무씨스트선충 피해배추 유인녹비작물의 씨스트선충 방제 효과

 이렇게 활용됩니다

고랭지 배추 사탕무씨스트선충 방제에 유인 녹비작물 농가 활용 방법

사탕무씨스트선충이 발생한 포장에 유인 녹비작물(화이트 머스타드)를 심으면 선충 밀도가 감소되어 피해를 

경감 효과 뿐만 아니라 토양 개량 효과도 있어 여름 배추의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심는 시기는 봄 파종은 5∼6월, 가을 파종은 8월 중순이 적기이며 2개월 정도 키운 다음 회전식 굴삭기(로타리)로  

토양에 잘 섞은후 1개월간 썩힌 다음 작물을 심으면 된다.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이재국, 063-238-3316, jk2lee@korea.kr

용 어 설 명

※   사탕무씨스트선충 :   토양에 살면서 주로 배추과 작물의 뿌리에 기생하여 작물의 양분을 빨아먹

어 피해를 주는 선충

 ※ 윤작 : 같은 땅에 여러 가지 농작물을 해마다 바꾸어 심는 것



알기 쉽고 읽기 편한 
GAP 생산 교본

GAP Manuals : Easy to read and understand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

해 GAP제도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농업인이 GAP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낯설고 까다로운 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GAP제도를 활성화하려면 

먼저 농업인에게 GAP의 기본원리와 실천기술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목적에 알

맞은 매뉴얼을 다수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수요자별 맞춤형 GAP 매뉴얼 개발

GAP를 처음 접하는 농업인도 손쉽게 GAP의 기본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물별 『GAP 생산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2014년도에 발간한 5종(맥류, 고추, 수박, 부추, 감귤)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모두 15종의 ‘생산 

가이드’가 개발되었다. 신선과채류ㆍ미나리ㆍ곶감ㆍ인삼가공품ㆍ장류에 대해서는 품목별 ‘위생관리 가이

드’를 별도로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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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GAP를 직접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기술길잡이 

193 : 농산물우수관리」를 집필하였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GAP 기술보급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

록 GAP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농업기술보급 기본서 : 농산물우수관리(GAP)」를 집필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GAP를 실천하려는 농업인에게 보급하여 GAP제도 활성화

GAP 매뉴얼은 주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주산지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농업과학기술도서 디지

털 출판 프라자 ‘농서남북’을 통하여 전자책(e-book) 형태로 읽어보거나 책자를 구입할 수도 있다.

각종 GAP 매뉴얼은 GAP 지식정보의 원천 콘텐츠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교육ㆍ홍보자료로 

확대 재생산 중이다. 2017년까지 GAP 인증 농산물의 공급비율을 전체 대비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유해생물팀 김황용, 063-238-3394, hykim@korea.kr



신선편이 농산물에 붙은 
식중독균 제거법

Development of safety method to control food-borne pathogens on agricultural 
products

쌈, 비빔밥, 샐러드, 기타 신선편이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선 농산물의 식중독 

세균 오염에 대비한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제어제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황색포도상구균의 

경우 항생제 내성균의 비율이 높아 대체제 개발이 시급하다. 식중독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제어법 

개발을 위해 세균이 생산하는 천연 항생물질인 박테리오신과 세균의 천적인 박테리오파지를 분리하

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사멸 기능을 확인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황색포도상구균을 죽이는 박테리오신* 과 박테리오파지* 분리

황색포도상구균을 죽이는 박테리오신을 생산하는 균주를 선발하고 박테리오신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박테

리오신은 다중 항생제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도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높은 열에도 안전하여 활용도가 높

다. 또한 박테리오파지 6종을 분리하여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 유전체 분석을 통해 

세균 사멸 기능을 가지는 효소의 유전자를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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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이렇게 활용됩니다

익히지 않고 먹는 야채과일의 세척에 활용

신선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황색포도상구균의 제거에 효과적인 박테리오신을 종자나 야채·과

일 세척제에 활용하면, 신선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유해생물팀 노은정, 063-238-3406, rosalia51@kore

용 어 설 명

※ 박테리오신 : 특정 세균에만 작용세균이 생산하는 항생물질로 단백질로 구성 

※ 박테리오파지 : 특정세균에만 침입하는 세균의 바이러스로 인체에 무해



유기농자재 품질기준 
설정 평가기술

Development of quality control method for biopesticide based on active ingredient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는 ‘목록공시’*와 ‘품질인증’*을 통해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우수 

품질의 유기농업자재 유통을 위해 효능성분을 기준으로 한 품질 평가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병

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님나무, 고삼, 데리스, 마늘, 계피, 회화나무 추출

물 등 6종의 식물추출물에 대한 품질관리 지표물질을 선정하고, 유기농업자재에 포함된 이들 각 성

분에 대한 정량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기술은 유기농업자재 공정시험법*으로 등록되어 품질

관리를 위한 기술로 보급 활용되고 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식물추출물 활용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품질평가기술 확립

작물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의 주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님나무, 고삼, 데리스, 마늘, 계피, 회화나무 

등에서 효능성분이면서 각 식물의 고유성분인 천연성분 14종을 선정하고, 이들 성분을 효율적으로 정량 분

석할 수 있는 시료전처리법과 기기분석법을 확립하였다. 이로서 우수 품질의 유기농업자재 생산과 품질관

리 및 유통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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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이렇게 활용됩니다

유기농업자재 생산자 및 품질인증기관에서의 품질평가  

  국내 작물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시장규모가 1,029억원 (2016년 예상)으로 연평균 6.2%성장하고 있어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준」제8조가 개정됨 (2014)에 따라 

유기농자재 품질인증기관과 각 제조사의 품질인증 유기농자재에 대한 유통관리 및 품질관리에 활용된다.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김진효, 063-238-3239, setup75@korea.kr

용 어 설 명

※ 목록공시 :   유기농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

 ※품질인증 : 공시제품 중에서 효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

 ※공정시험법 :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분석 방법 



지하배수* 시설을 이용한 
간척지의 염 제거법

Desalination effects of reclaimed tidal land by subsurface drainage system

간척지는 지하수의 높이와 토양 염농도*가 높아 작물재배를 어렵게 함으로 간척지에서 안정적인 밭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지하배수 시설을 이용하여 신속한 염분제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간척지에서 지하배수 시설을 통해 염분을 경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지하수위 변화

지하배수 시설을 토양 지면에서 60cm 깊이에 5m 간격으로 설치하면 평균 지하수의 높이는 –122cm로 지

하배수 시설을 매립하지 않은 무처리(-99cm)보다 23cm 정도 낮아져 지하배수 처리가 지하수의 높이를 낮

게 유지시켜 준다.

토양 염농도 변화

옥수수 생육기간 동안의 평균 토양 염농도는 지하배수 시설 설치 후 5m간격에서 47.8%의 염농도 감소율로 

무처리구의 감소율보다 높아 지하배수 처리구가 토양 염농도 감소에 효과적이다.

옥수수 생육

지하배수 시설 설치는 염분이 많은 물이 빠지고 지하수가 토양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 작물의 뿌리가 

자라는 토양 표면의 염농도가 감소하여 옥수수의 고사율이 낮아지고 작물 생산성이 지하배수 시설을 설치하

지 않은 무처리구에 비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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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이렇게 활용됩니다

사양질 간척지에서 지하배수 시설에 의한 밭작물 생육 기대효과

사양질토양* 간척지 지하 60cm 깊이에 5m 간격의 배수관을 묻어 염분농도가 높은 지하수의 높이를 낮추

어 토양물리성을 개선하고 수용성 염분*을 제거하여 염분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옥수수 염분피해

를 줄임으로써 밭작물 생육량 및 수량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새만금, 시화, 석문, 이원, 남포 간척지 등 사양

질 간척지 16,785ha에 적용 가능 하다.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기획조정과 노태환, 063-238-5131, nohtw831@korea.kr 

용 어 설 명

※ 지하배수 :   지하에 배수관을 묻어 물을 빼는 기술로 주로 배수가 안 되는 밭에 설치해 습해를 

줄이는 역할을 함

※ 사양질토양 : 모래함량이 50%이상으로 많고 점토 함량이 27.5% 이하인 토양 

※ 토양 염농도 :    토양에 존재하는 염분(주로 Na, Mg, Cl 등)의 총량으로 염농도가 높으면 삼투압

이 높아지고 작물의 수분흡수가 어려워져 작물생육이 나빠짐

※ 수용성 염분 : 물에 잘 용해되어 물의 이동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염분 

지하배수 설치 후 배수로 지하배수관 매립 작업



2분이면 뚝딱. 
간편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 및 보급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rapid on-site RIGS kits

기후변화, 시설재배 면적 확대, 연작 및 FTA 등 농작물의 자유 교역으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에 병충

해 피해가 증가되고 있다. 이 중 식물 바이러스는 농작물에 만성적으로 연간 4천억원의 경제적 손실

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식물바이러스병의 치료 약제는 세계적으로 아직 개발된 것

이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조기 예방만이 최선의 방제 대책이다. 이에 따라 나노 바이오 기술을 융

합한 식물 바이러스 진단 기술을 개발하여 농업 현장에서 간편하게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게 되었

다. 2014년까지 약 70,000개의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연중 개발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무상기술

이전 및 전국으로 보급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고추, 토마토, 참외 등 바이러스 진단키트 10종 15,000점 개발 보급

고추, 토마토, 참외 등 농작물에 바이러스병이 퍼져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등을 바이러스병을 일체의 장비나 기구들이 필요 없이, 신속 정확하게 농가 현장에서 2분에 뚝딱, 누구나 

바로바로 농작물 바이러스병을 쉽게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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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수박, 오이 등 박과류의 골칫거리인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

수박, 오이 등 작물에서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골칫거리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

(Watermelon mosaic virus, WMV)는 현재로서 바이러스 치료농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빠른 진단으로 병

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 (WMV) 진단키트는 외국계 

회사들을 추월하여 100% 국내기술로 세계 최초 개발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외국계 회사의 비싼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우리 기술로 제압

외국계 회사들의 진단키트들을 이용하여 고추 작물에서 5종의 바이러스 진단할 때 50,000원 (10,000원/개 

X 5개) 정도 비용이 소요되므로 농가는 큰 부담을 가지게 되나, 100% 우리 기술로 개발된 바이러스 RIGS 

키트는 무료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비용 발생이 전혀 없다. 2015년에 WMV 진단키트가 추가로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다. 

담당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최승국, 063-238-6322, viroid@korea.kr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우수성 : 
MBN 뉴스

농가에서 진단키트를 이용한 
바이러스 즉석 진단

세계 최초로 개발된 바이러스 
(WMV) 진단키트



바실러스 세레우스 
독소 검출 바이오센서

Diagnostic biosensor for Bacillus cereus toxins

식중독 사고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식중독균의 신속, 정확한 진단기술의 개발이 필요

하다. 환경에 널리 분포하여 식품에 오염될 수 있는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설사형과 구토형 독소를 

생성하여 식중독을 유발한다. 본 개발기술은 항체와 나노물질*(Polydiacetylene)을 결합한 나노바이

오센서를 활용하여 바실러스 세레우스의 독소 오염여부를 색변화로 확인이 가능하며, 특별한 기술

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전문가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나노바이오센서 개발

본 기술의 핵심은 나노 입자크기 및 고정화 물질, 가교제 농도 설정 등을 통해 나노물질(Polydiacetylene)의  

최적조건을 확립하였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독소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를 개발한 후 두기술을   

결합한 나노바이오센서(나노물질 기반 중합체)를 개발한 것이다. 

나노물질에 자외선을 조사하면 파란색의 소포(vesicle)가 형성되고, 이 소포가 항체 및 DNA 등과 결합하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러한 색변화는 눈이나 자외선분광기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발된 센서는 

바실러스 세레우스 독소와 반응하여 색변화(파란색→붉은색)를 일으키므로 오염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

Ⅳ.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146 

67
IV

나노바이오 센서 센서와 바실러스 독소의 결합



Ⅳ.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146  147

2014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이렇게 활용됩니다

식중독균의 신속한 진단기술 확립

본 기술은 특허출원(10-2014-0141148)을 완료하였다. 항체를 

활용한 면역분석방법과 비교 시 시간단축(6∼8시간→30분 

이내) 및 비용절감(7,786원→730원) 효과가 커서 기술이전 및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

안전한 농식품 선별 출하 가능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독소의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어서 안전한 식품을 선

별하여 출하하거나 섭취할 수 있다. 고가의 기기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본 기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사용할 수 있어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오미화, 063-238-7375, moh@korea.kr

바실러스 독소 농도별 센서의 색변화 나노바이오센서 결합 확인

용 어 설 명
※ 나노물질(Polydiacetylene) :   목표물질(생물학적, 화학적)이 있을 경우 변색하는 민감도가 높은 

센서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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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고치를 이용한 치과용 
실크차폐막

Silk membrane for guided bone regeneration

치과용 차폐막은 잇몸뼈 재생과 잇몸뼈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 소재로 임플란트 

시술 시 주로 사용된다. 현재까지 시판되고 있는 치과용 차폐막은 콜라겐 소재와 고어텍스 소재로 

만들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15~30배정도의 매우 비싼 가격에 환자에게 이용되고 있

다. 이에 따라 미국 FDA에서 안정성을 인증한 실크(누에고치)를 이용하여 단순한 제조공정 개발로 

저렴하면서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을 갖는 치과용 차폐막을 개발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안전하고 뼈 형성능이 우수한 치과용 차폐막

누에고치 이용 실크 차폐막은 보관이 쉽고, 입안의 젖은 환경에서도 오랜기간 형태를 유지될 뿐만 아니라, 기

존 콜라겐이나 고어텍스로 만들어진 차폐막과 비교하여 2~8배정도 우수한 잇몸뼈 형성능력을 보인다. 또한 

제조공정을 단순화 시켜 10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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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색으로 염색된 부분이 새로운 뼈가 형성된 부분임

실크

콜라겐

고어텍스

 이렇게 활용됩니다

누에고치를 치과용 재료로서 안전한 천연재료를 의료용 소재로 활용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향후 임플란트 

시술 시 가격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의료아이템 개발로 양잠산업의 기반이 탄탄해지

고 양잠농가의 신소득원이 될 것이다.

콜라겐실크

치과용 차폐막의 잇몸뼈 형성 능력

고어텍스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조유영, 063-238-2873, yyjo@korea.kr

용 어 설 명
※ 차폐막 :   잇몸뼈 재생, 잇몸뼈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 소재,  

임플란트 시술 시 주로 사용



뼈 형성 촉진 이식재로 활용할 
실크단백질

Silk protein for bone graft materials

병원에서는 주로 옷감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는 실크로 수술을 한 다음 상처를 꿰매는 용도로도 

사용한다. 실크단백질을 사용하여 뼈를 만들기 위해서는, 몸 속에 들어간 실크가 곪아서 염증을 일

으키거나 오랫동안 몸 속에 있으면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항생물질이 

첨가된 실크단백질의 개발로, 몸 속에 넣을 때 염증 반응이 현저하게 적어졌고 동시에 새로 만들어

지는 뼈가 2.5배가량 많아지는 등 이전의 다양한 문제점이 개선되었다. 따라서 실크단백질을 이용

하여 뼈 형성을 촉진하는 이식재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실크단백질을 이용한 뼈 형성 촉진 이식재 개발

실크단백질에 항생물질을 첨가하여 만든 재료를 동물을 몸 속에 8주간 넣어두었을 경우, 곪거나 염증이 생겼

을 때 나타나는 자이언트셀(거대 식세포)*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원래 실크단백질을 몸 속에 넣어두면 10년 

이상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개발한 실크는 몸 속에 8주간만 넣어두어도 처음 것

의 3.22%만 남아있었다. 또한 새로 생긴 뼈의 부피도 2.5배 이상 증가하여 실크단백질의 뼈 형성 촉진 효과가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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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실크단백질이 포함된 골이식재 개발 및 활용

실크단백질은 몸 속에서 빠르게 없어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 기술을 치과용 생체재료 개발에 접목하여 치

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뼈 형성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추가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 실

크단백질 재료 개발에 대비하여 원료로 사용되는 의료용 누에고치 생산 기술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용 실크단백질 소재와 관련한 R&D 활성화에 따른 양잠산업의 기반 확대 및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권해용, 063-238-2872, hykweon@korea.kr

실크단백질에 의한 뼈 형성거대세포형성 억제

용 어 설 명
※ 자이언트셀(거대 식세포) :   세포 속에 1개 또는 수개의 핵을 가진 거대한 세포로 염증성의 육아

조직이나  종양조직 속에서 주로 볼 수 있다.  



곤충자원의 식품원료 등록

Registration of insects as novel food

2010년 곤충산업육성법을 근간으로, 본 역구에서는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곤충식품

등록을 추진하였다. 이미 기존의 식품으로 등록된 메뚜기, 번데기 외 국내 최초로 안전성 및 성분

분석 등 과학적 입증을 통해 갈색거저리(’14. 7. 15) 및 흰점박이꽃무지 유충(’14. 9. 30)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았다. 곤충의 식용 소재화를 위한 최적 제조조건 확립, 대표물질 

선정, 성상 및 구성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 유익성을 입증하였고, 독성평가, 유해물질, 알레르기 분

석 등을 통해 인체 무해함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으로 등록된 갈색거저리 및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도화선으로 『식용곤충산업』이란 새로운 산업분야가 창출되어 곤충 농가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인체 안전성 및 유익성 입증을 통한 식용곤충 개발

대량생산시스템 및 ‘식용곤충 표준사육 지침’을 확립하여 갈색거저리 및 흰점박이꽃무지를 대상으로 식품등록 

연구를 추진하였다. 소비자 선호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곤충의 식용 소재화를 위한 최적 제조조건(절식→세척

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154 

70
V



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154  155

2014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살균→동결건조)을 확립 후 제조한 원료의 성상을 분석하여 식품으로 충분한 영양학적 가치를 가진 제품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과학적 입증을 통해 새로운 식품원료로 ‘갈색거저리 유충(’

14. 7. 15.)’ 및 ‘흰점박이꽃무지 유충(’14. 9. 30)’2종을 등록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식용곤충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분야 창출 및 제품 개발

식용곤충을 일반식품으로서 확립시킨다면, 다양한 레시피, 메뉴 및 제품을 개발하여 곤충농가(생산), 제조, 

가공, 판매 및 곤충 레스토랑 등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노령화 사회의 심화에 따라, 소비가 증가되는 추세

인 특수의료용식품(노인식, 환자식, 유아식)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곤충으로부터 추출된 인체

에 유용한 천연물 발굴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활용하여 식용곤충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2011년 약 25억원 정도의 규모였던 국내 곤충 식·의약·사료용 시장은 2015년 약 700억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라 추정된다.

타 고단백 식품 동결건조 후 3종 곤충과 영양성분 비교 (g/100g)

갈색거저리 흰점박이 꽃무지 장수풍뎅이 대두 생태 계란 닭 돼지 소

탄수화물 9 17 26 38 0.18 6 0.11 0.22 3.36

단백질 53 58 38 39 76 54 65 .. 65

지방 31 18 29 15 15 36 29 65 21

비타민 B3 0.009 0.009 0.008 - 0.004 - 0.022 0.008 0.016

철 0.005 0.006 0.027 0.009 0.004 0.008 0.001 0.001 0.009

인 0.593 0.724 0.425 0.606 1.04 0.643 0.512 0.246 0.526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윤은영, 063-238-2976, yuney@korea.kr



풋마름병원균 유전체 
해독 및 지도 작성

The genome sequence of Ralstonia solanacearume SL2029, the bacterial wilt 
pathogen of potato

프랑스와 중국 등의 국가들에서 R. solanacearum GMI1000을 포함하여 18개의 유전체를 해독을 

발표하였으나 국내 균주에 대한 유전체 해독 연구 사례는 없다.

해독 완료된 외국 풋마름병균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제작된 마커는 국내 균주들이 검출되

지 않는 문제가 있어 국내 표준 균주의 유전체 염기서열 결정과 균주들 간의 변이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NGS de novo sequencing* 통한 국내 표준 풋마름병균의 유전체 해독

Ralstonia solanacearum SL2029의 sequencing 결과 total sequencing coverage 566.49X, 전체 게놈 사이즈 

5.46 Mb, 2개의 scaffold 내에 총 4개의 contig가 존재하는 형태로 게놈 assembly가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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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 walking 등을 이용한 gap-filling 완료

PCR 및 sequencing 작업을 통해 contig의 gap을 연결한 결과 scaffold 1의 크기는 3,579,824 bp, scaffold 2의 

크기는 1,883,432 bp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크기는 5,463,256 bp로 확인되었다.

Gene prediction 및 annotation

Glimmer 3.02 등 유전자 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염기서열정보(5,463,256 bp)를 추출 가공한 결과 5,043

개의 유전자가 예측되었다. 또한 COG (Cluster of Orthologous Group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그 기능별로 

분류한 결과 3,638개의 유전자가 COG 기능별 category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실용화 및 현장적용

시설 원예 등 현장적용이 가능한 병원균 검출 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실용화가 될 수 있도록 기

술 체계 확립하였다.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체과 이병무, 063-238-4565, lbmoo@korea.kr

분자마커 개발유용 유전자 발굴 진단기술 현장적용

용 어 설 명
※ NGS de novo sequencing 

차세대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 분석으로 DNA 유전정보를 자동화로 읽어내는 기술이다. 



벼 식물체의 
플라보노이드*  생산 기작 구명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functional flavonoid biosynthesis in rice plant

건강기능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고기능성 유용물질 생산연

구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되었다. 본 연구는 유색벼의 플라보노이드 생성기작을 구명하고 이를 응

용하여 벼 종자내의 플라보노이드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다양한 맞춤형 플라보노이드 대사공학*을 

위한 기반기술을 확립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종자내의 기능성 플라보노이드 생산 원천기술 개발

벼 종자내의 플라보노이드 생합성관련 유전자구조, 발현분석을 실시하여 기능성 플라보노이드 생성 기작을 규

명하였고, 핵심 유전자를 배유내에서 발현시킴으로 종자내 기능성 플라보노이드 생산을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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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다양한 맞춤형 플라보노이드 생산 작물 개발에 응용

쌀은 지구상의 인류의 3분의 1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작물로 플라보노이드 생성 기작을 확인

함으로 쌀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능성 플라보노이드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능성 

플라보노이드 생성과 관련한 유전자들을 확보함으로 신규 기능성 맞춤형 플라보노이드 작물 개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색벼와 일반벼의 플라보노이드 
생합성 유전자 발현 비교

플라보노이드 생합성 핵심유전자 변이 확인

담당자 국립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 임선형, 063-238-4615, limsh2@korea.kr

용 어 설 명

※ 플라보노이드 :   식물이 생산하는 수용성 천연 물질로, 뛰어난 항산화효과로 항암, 항염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 대사공학 :   물질대사 과정에 포함된 경로에 조작을 가하여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물질대사 경로

를 만드는 기술



광합성 효율을 높이는 기작 구명

Understanding of mechanism for increasing photosynthetic efficiency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식물의 광합성 효율의 증진이 필요하다. 엽록체 지질결합단백질*은 엽록체 

지질 중 광합성 관련 지질인 토코페롤, 카로티노이드 합성 대사에 관여하여 식물의 광 스트레스 저

항성을 증진시킨다. 엽록체 지질 결합단백질5가 에스피에스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여 광합성 전자

전달에 관여하는 플라스토퀴논-9* 합성에 관여하는 신규 대사를 밝혀내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광합성 효율에 관여하는 엽록체 지질저장단백질 피부릴린5 발견

엽록체 지질결합단백질인 피부릴린5가 에스피에스 효소와 결합하여 광합성 전자전달에 관여하는 플라스토퀴

논-9 합성 조절함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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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기후변화 대응 광합성능력 향상 작물개발에 기여 

피루릴린5를 식물에 과발현시켜 플라스토퀴논-9와 플라스토크로마놀-8*의 합성을 증가시켜 환경스트레

스에 저항성작물개발에 활용한다. 이 원천 기술을 접목한 생명공학 벼의 개발은 현재 쌀 생산량의 10% 이

상의 증수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13) 단위면적(10a)당 생산량 508kg → 559kg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 김현욱, 063-238-4607, hukim64@korea.kr

용 어 설 명

※엽록체 지질결합단백질 :   엽록체 중성지방, 광합성 관련지질과 결합하는 단백질들로 피부릴린이라 

명명된다.

※플라스토퀴논-9 : 광합성의 전자전달에 관여하는 물질로 엽록체에서 합성된다.

※플라스토크로마놀-8 :   엽록체에서 합성되는 강한 항산화물질로 플라스토퀴논-9으로부터 합성

된다. 

피부릴린5(FBN5) 유전자 돌연변이체와 과발현체의 
식물생장분석

피부릴린5(FBN5) 유전자 돌연변이체와 과발현체의 플라스토퀴논9(PQ-9)와 플라스토크로마놀8(PC-8) 
성분분석. 돌연변이체에서 플라스토퀴논9와 플라스토크로마놀8이 감소하고 토코페롤(TC)이 증가함

피부릴린5(FBN5)가 에스피네스(SPS) 효소와 
엽록체에서 상호 결합함을 검정함

피부릴린5(FBN5)가 에스피에스(SPS) 효소와 결합하여 
플라스토퀴논9 합성 조절함을 구명함



콩 발효식품유래 유산균 제제

Microbes supplement originated from fermented soybean foods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은 동물성 발효식품인 우유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국내에서 이용되는 대부분의 유산균은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 일본 및 

중국을 중심으로 이용되는 식물성 발효식품유래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 많이 섭취되고 있는 발효음식은 식물성 유산균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우수한 발효

특성 및 다양한 건강기능성이 기대되는 유산균을 찾아냈으며, 이러한 유산균의 성장을 특이적으로 

증가시키는 물질(프리바오틱스 : Arabinooligosaccharide) 생산방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기술은 

생산업체에 기술이전 되어 실용화 함으로써 국내 토종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를 활용한 신바이

오틱스*(Synbiotics)제품이 생산되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식물성 발효식품 유래 유용균주 지식재산권화

우리나라의 대표 발효식품인 된장, 별미장 등의 콩 발효식품 으로부터 500여주의 유산균을 분리하여 다당

생성, 장내부착능, 내산성, 항균활성 및 면역조절 활성이 우수한 균주를 선발 하였으며, 그 결과, 유산균 Lb.   

JSA22 및 Lb. brevis JSB22 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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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수입 의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시장에 국내 토종 균주 이용 

개발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대량생산을 위한 최적 배양기술과 균주의 안정성을 위한 최적 코팅 기술을 

개발하여 JSA22, JSB22 균주 및 프리바이오틱스가 포함된 신바이오틱스 제품인 Dr. Syn ㈜토비코를 출시

하였다. 또한 이균주는 우수한 발효특성을 가져 김치 및 장류 발효에 사용할 수 있다.

유산균콩발효식품 장류 Synbiotics 시제품 “Dr. Syn”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식품과 최혜선, 063-238-3624, choihs9587@korea.kr

용 어 설 명

※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 섭취시 인체 유익을 주는 미생물 (유산균, 효모 등)

※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 :   장에서 유익균의 생육을 선택적 촉진시켜 건강 개선 효과를 주는 

비소화성 식품첨가물 (올리고당, 다당 등)

※ 신바이오틱스(Synbiotics) :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오틱스의 융합어임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늘’

Garlic : Acceptance of the notice-type functional food

우리나라 대표 양념채소인 마늘 섭취로 혈중 총 콜레스테롤*이 감소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기능

성, 안전성 및 지표성분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 마늘의 콜레스테롤 개선 건강기능식품인 ‘슈퍼갈릭’을 개발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마늘의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등록

마늘의 기능성(콜레스테롤 개선)과 마늘 함유 지표성분 함량(알리인 10mg/g) 및 1일 섭취량(0.6~1g) 등 과

학적인 기준규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아 마늘을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등록을 하였고 시제품(슈퍼갈릭)을 개발하였다.

* 농진청 최초 고시형 원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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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기능성 표시·광고로 마늘의 고부가가치화 향상

마늘의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등록으로 누구나(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자) 건강기능식품 제

조가 가능하며, 기능성 표시·광고를 통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마늘관련 제품의 수요증가 : 4,313억원(’15년도 기준)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식품과 박동식, 063-238-3671, dpark@korea.kr

마늘 및 동결건조 분말마늘의 지표성분(알리인) 분석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용 어 설 명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 국가에서 고시하는 원료 

※ 콜레스테롤 : 동맥경화증의 원인 물질(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LDL)



숙취해소와 간기능개선 효과가 
탁월한 ‘새싹보리’

Improvement of hangover and liver function using barley sprouts extract

침체된 보리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우리는 소비자가 원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소

재 및 가공, 이용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더불어 지나친 음주에 따른 알코올성 간손상 및 관련 질환

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이를 겨냥한 숙취해소 및 간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의 판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리의 어린잎인 새싹보리 추출물이 혈중 알콜농도를 경

감시킬 뿐만 아니라 간기능 개선효과도 탁월함을 국내 최초로 구명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새싹보리 유래 숙취해소 및 간기능 개선 지표성분 및 작용기작 구명

새싹보리 추출물은 간세포의 독성이 없이 알코올분해효소(ADH*, ALDH*)의 발현을 촉진 및 간기능 손상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줄여 숙취해소 및 간기능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최초로 구명하였다. 또한 핵심  

지표성분은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인 사포나린* 화합물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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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숙취해소 및 간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

연구성과의 특허출원 및 등록 후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화를 진행중이고 또한 

건강기능성식품의 새로운 소재개발을 통해 침체된 국내 보리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농가소득

증대, 국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기술이전(11건, 총 실시료 2,250만원)

●     보리 902원/Kg 파종시 → 새싹보리분말 400g 생산가능, 약 56,000원(▽62배 부가가치 상승. 2014년)

혈중 알코올농도 경감 효과 숙취해소음료 언론홍보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 서우덕, 063-238-5333, swd2002@korea.kr

용 어 설 명

※ ADH(알코올분해효소) : 알코올 섭취시 알코올을 아세트알데이드로 전환시키는 효소

※ ALDH(아세트알데이드분해효소) : 아세트알데이드를 아세테이트로 전환 시키는 효소

※ 사포나린 : 간보호 및 간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알려진 플라보노이드계 기능성 물질



바이오에탄올 생산용 
고온내성 발효균주

Thermotolerant yeast strain for bioethanol production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보를 위해 국가적인 차

원에서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바이오매스 확

보 및 첨단 공정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에탄올 생

산 공정 효율증진을 위해 동시당화발효공정(SSF)*에 사용되는 우수한 발효 균주를 개발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고온내성 알코올 발효균주 개발

동시당화발효공정의 효율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30℃에서 발효하는 효모보다 고온에서 발효가 가능한 

균주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토콘드리아 돌연변이 유발을 통한 고온내성(42℃) 효모 균주(S. cerevisiae 

mbc2)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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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당화발효공정을 통한 에탄올 생산 경제성 향상

개량된 고온내성발효균주(S. cerevisiae mbc2)는 기존 대조균에 비하여 바이오 에탄올 생성속도도 빠를 뿐

만 아니라 생산량도 75% 증가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섬유질계 바이오매스기반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국내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 추진에 따라 2017년에는 E3(에탄올 3% 혼합된 휘발유)가 도입될 전

망이며, 이를 위해서는 3.4억 리터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여야 한다.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차영록, 061-450-0131, biocha@korea.kr

용 어 설 명

※ 신재생에너지혼합의무화제도(RFS) :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휘발유에 바이오에탄올을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제도

※ 동시당화발효(SSF) :   섬유질을 당화시키는 과정과 당을 이용한 알코올을 생산하는 발효과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정 

Saccharomyces cerevisiae 7928 과  
mbc1~4의 30℃와 42℃에서의 spot assay



홍삼농축액 원산지 판별 기술

Development of origin discrimination method of red ginseng extract using 
advanced technology

홍삼제품 시장의 규모는 2013년 기준 5,869억원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

고 있으며, 이중 홍삼 농축액은 국내산과 외국산의 품질과 가격차이가 커서 부정유통 가능성이 크

다. 최근 안전성이 의심되는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유통되어 국내산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며, 부

정유통의 문제가 실제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산 재배 농가, 산업체 및 소비자의 피해

가 큰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DNA와 전자코 등의 첨단분석기기를 이용하여 홍삼농축액의 원

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산과 중국산, 혼용 및 위조 

홍삼농축액을 100% 판별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DNA 마커 이용 국내산과 외국산 홍삼농축액 판별

국내산과 외국산 홍삼농축액을 빠른 시간 안에 쉽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으며, 식물체, 홍삼 및 홍삼 

농축액에 적용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관련 핵심 기술은 특허출원 및 식약처, 농관원 등에 기술이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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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석기기 이용 국내산과 중국산, 혼용 및 위조 홍삼농축액 판별

전자코 등 4종의 첨단분석기기 이용 국내산과 중국산 및 혼용 및 위조(도라지, 더덕, 당류 등) 홍삼농축액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으며, 각 분석장비별로 국내산과 중국의 원산지 판별 DB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홍삼농축액 부정유통 단속기술로 즉시 활용

전자코 등 정밀분석기기 융합으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어, 농관원과 식약처 등에서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등 부정유통 및 불량식품 단속 기술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

며, 밀수삼 예방효과 (약 457억 원/5년, ’09~’13, 관세청)로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 및 인삼 소

비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 비 별
NIRS*

(근적외선 분광분석기)

e-Nose*

(전자코)

XRF*

(X선 형광분석기)

원산지 판별 정확도 100.0% 100.0% 97.56%

DNA 분석으로 홍삼농축액 판별 전자코로 국내산과 중국산 판별 향기성분으로 위조 홍삼농축액 판별

담당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방경환, 043-871-5534, bang31@korea.kr

용 어 설 명
※ NIRS, XRF, ICP/MS, e-Nose :   작물 재배지역의 토양, 기후, 재배방법에 따라 구성성분(유기, 

무기, 향기 성분 등)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



인삼의 뼈 건강개선 
기능성 소재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 using Panax ginseng for bone health improvement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3%이며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만성질환으로 인한 노인의 삶의 질 저하가 사

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한국 

전통 특화자원인 인삼을 이용한 노령화에 대한 기능식품의 개발은 고령친화분야의 새로운 건강기

능식품 및 천연물의약품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인삼을 골다공증 유발된 흰쥐에 

치료약과 인삼을 8주간 투여하고 그 후 10주간 투여를 중단한 결과 그 뼈조직의 골밀도와 골부피

를 분석 한 결과 치료약보다 우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즉 인삼의 복용이 골다공증을 방어하는 기

간이 장기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인삼의 골다공증 장기적인 효과

본 연구는 골 흡수와 골 형성의 불균형에 의해 골밀도 감소를 초래하는 대사성 골질환인 골다공증 개선제  

인삼의 효능을 확인하였다. 인삼복용이 골흡수와 골형성의 균형을 맞추어 골 항상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뼈의 건강에 필요한 인과 칼슘의 발현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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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노령이 되어도 필요한 인삼

인삼의 복용이 골다공증을 방어하는 기간이 장기적으로 유지됨으로 노령화 될수록 유익한 식품이자 약재라 

할 수 있다.

담당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이용팀 김영옥, 043-871-5585, kyo9128@korea.kr

용 어 설 명

※   phosphorous(인), calcium(칼슘)

인은 전체의 90%가 골(뼈)에 존재하는데 뼈가 흡수될 때 인과 칼슘은 골형성의 지표가 되며 

골대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증가한다. 이 연구에서 인과 칼슘의 농도는 골다공증에서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고 인삼 투여군은 증가하였다. 인삼은 골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

을 준다고 사료된다. 

*

*

인삼의 골밀도 증가 효과 인삼의 골부피율 확대효과

인삼의 뼈성분 칼슘의 강화효과인삼의 뼈 성분 인(燐)의 강화효과



당뇨질환 모델 
형질전환 돼지 생산

Pig model of human’s diabetes mellitus

사람의 당뇨병을 치료에 필요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당뇨질환과 유사한 병증을 나타내

는 질환모델 동물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돼지는 사람과 생리적으로 유사하다

고 알려져 있어 사람 당뇨병 유발 유전자를 이용하여 형질전환 질환모델 돼지개발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사람의 당뇨병을 유발시키는 유전자(인슐린저항성 유전자, hDPP-4*)를 클로닝하여 수정

란의 전핵 내에 hDPP-4 유전자를 주입하였다. 수정란을 대리모에 이식하여 3두가 임신하였으며 

이중 1두의 대리모에서 4두의 자돈을 생산하였다. 생산된 자돈의 유전자 발현 여부를 검증한 결과 

1두의 수컷에서 hDPP-4 유전자가 도입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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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의 핵심은!

당뇨질환 모델 형질전환 돼지 생산

사람의 당뇨병을 유발시키는 유전자(인슐린저항성 유전자, hDPP-4)를 클로닝하기 위해 NCBI GeneBank에 등

록된 hDPP-4 유전자 염기서열을 기초로 pCR2.1-TA vector를 이용하여 hDPP-4 유전자를 확보하고 유전자를 

수정란 내로 도입하는데 필요한 운반 수단으로 CAG promoter를 사용하는 pCAGEN 발현벡터에 삽입시켰다. 

당뇨 유발 유전자(human DPP-4, 인슐린 저항성) 도입 형질전환 돼지를 생산하기 위해 총 523개의 체내에서 

채란된 수정란의 전핵 내에 hDPP-4 유전자를 주입하였다. 그 중 478개의 수정란을 대리모 15두에 이식하여 3

두가 임신하였다. 임신 3두 중 2두는 임신 후반에 유산하였으며 1두의 대리모에서 4두의 자돈을 생산하였다. 생

산된 자돈의 유전자 발현 여부를 검증한 결과 1두의 수컷에서 hDPP-4 유전자가 도입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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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당뇨병 치료 신약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당뇨 유발 유전자를 지닌 형질
전환 돼지를 개발하였다.

●     국내 당뇨병 환자수 : 3,000,000명 (’07년) → 5,450,000명 (’30년)

●     동물 간 비교 : (생쥐 600원/마리 : 사람 질환모델 마우스 3,000만원/마리) 

hDPP4 발현벡터 제작 hDPP4 유전자 삽입 후 
수정란에서 확인

hDPP4 유전자 도입 수정란 발달 
및 세포사멸 분석

임신 110일째 초음파 진단 hDPP4 형질전환 돼지 자돈 생산된 형질전환 돼지의 확인

담당자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 정학재, 063-238-7252, hakjaena@korea.kr

용 어 설 명 ※ hDPP4 : 사람 인슐린 저항성 유전자



유전체 정보 활용 송아지 
면역기능증진 목표단백질 발굴

Bioinformatics insight into bovine immunity responses-associated proteins

송아지의 생체 내에서 외부 바이러스를 인식하여 제거하는 일련의 면역반응을 고려하여 천연물 유

래 유용물질의 질병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축적된 한우의 대량 유전체 정보와 지식기반 분자모델

링 기술을 활용하여 면역반응 신호전달과 연관된 4개의 목표단백질 발굴 및 상호조절 기전을 구명

하였다. 특히, 이번연구에서는 한우고기의 연도조절에 관여하는 ‘칼파스타틴’*이 외부 바이러스 침

입에 대한 면역반응에도 관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유전체 정보 활용을 통한 면역기능조절 단백질 표적화 

재래가축의 대용량 유전체 정보가 생성됨에 따라, 동종/유사종의 확보된 면역기능조절 유전자 네트워크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외부 바이러스 인식에 관여하는 톨-유사 수용체(TLR3, TLR7/8)*와 송아지 세포내 외

부 바이러스 복제를 방어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 시스템(칼파인*과 칼파스타틴)을 목표단백질로 발굴하였다. 

이와 동시에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면역기능조절 단백질들은 아미노산 서열과 단백질의 3차구조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외부 바이러스를 인식하여 면역반응을 활성화하는 작용점을 구조-기능간의 상관관

계로 설명하였다. 특히, 이번연구에서는 소고기의 연도조절 유전자 ‘칼파스타틴’이 외부 바이러스와 경쟁적으

로 단백질 분해효소에 결합해 바이러스의 DNA가 숙주세포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서 면역방어 관련 수용체가 

외부 바이러스 페턴을 인식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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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재래가축 유전체 정보 기반 면역기능증진 유용물질 발굴의 효율성 증대

재래가축의 유전체 정보기반으로 면역기능조절 네트워크 비교분석을 통해, 종의 특이성이 반영된 면역지표 

발굴 및 목표단백질에 작용할 수 있는 유용물질을 표적화하는 데 활용가능하다. 또한, 미리 컴퓨터상에서 면

역기능증진 유용물질의 다각적인 효능탐색과 최적화 과정으로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소의 TLR3 작용점 소의 TLR7/8 활성화 구조 소의 칼파인/칼파스타틴 작용점의 
물리화학적 성질

담당자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채한화, 063-238-7307, hanha@korea.kr

용 어 설 명

※   톨-유사 수용체(TLR3, TLR7/8) :   외부 병원체유래 분자패턴을 인지하여 면역반응을 활성화하는 

수용체 

※ 칼파인 : 칼슘의존성 시스테인 단백질 분해 효소

※ 칼파스타틴 : 세포내에서 존재하는 자연적인 칼파인 억제 단백질



한국 토종닭의 유전체 수준 계통도 
작성 및 가축화 유전자* 발굴

Phylogenetics and domestication genes for Korean native chickens

소득수준 향상으로 닭고기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세계 육계 및 산란계 시장은 몇몇 글

로벌 종계회사에 종속되어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토종닭 5품종 12계통을 복원하여 ‘우리맛

닭’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모색고정 및 사료효율 개선을 위해 유전체 분석을 수행하였다. 재

래계는 외래토착계에 비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수준이며,  TSHR, ANK2와 같은 유전자가 가축화

에 기여하였음을 확인 하였고, 연산오계를 비롯한 품종별 고유한 마커를 발굴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최신 유전체 해독 기술로 토종닭의 유전적 배경 확립 

15년간 복원한 우리 토종닭 5품종 12계통에 대해 계통 별 10수씩 최신 분석 기법으로 전체 유전체 수준에서 

정보를 확보하여 외래토착종과 비교 분석하여 유전적 고정을 위한 모니터링 하였으며, 재래계의 가축화 특성

을 설명할 수 있는 TSHR, ANK2 유전자 등을 발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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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및 계통 식별 마커 발굴

대량 유전체 정보 분석을 통해 계통 특이적인 마커를 발굴하여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였으며(4건), 이를 통해 

토종닭 순수 계통 유지 및 활용기술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토종닭 유전자원 보존 및 개량 기술 향상

복원된 한국 토종닭 5품종 12계통에 대하여 유전적 배경을 토대로 순수 계통 유지 및 이를 활용한 ‘우리맛닭’

의 다변화로 국산 종계산업의 세계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통 식별 마커를 활용하여 ‘우리맛닭’

의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다.

담당자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이경태, 063-238-7305, leekt@korea.kr

용 어 설 명

※ 가축화 유전자 : 야생으로부터 가축화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끼친 유전자  

※ 계통 식별마커 : 특정 계통에서만 나타나는 유전자 서열 정보

토종닭 계통 별 유전체 구성 외래토착 로드아일랜드 품종 식별 마커토종닭 흑색종의 유전자 반복수변이 지도



희소한우 유전자원 증식기술

Proliferation technology of endangered Hanwoo genetics resources

우리나라 소는 8개 품종이 등재(재래종 4종, 외래종 4종)돼 있지만, 한우를 제외한 3종(칡소, 흑우, 

제주흑우)은 멸종위험 종으로 복원과 조기증식이 시급하다. 특히, 백한우는 국내에서는 국립축산과

학원만 사육되고 있는 멸종위기 단계의 희소한우 유전자원이다. 이러한 희소한우 유전자원을 증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호르몬 처리를 통해 난자를 과배란 처리하는 과정에 성분리 된 정액을 이용하

여 선택적으로 성감별 수정란을 생산 원하는 성의 희소한우 조기증식 방법을 개발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성감별 수정란 생산을 통한 원하는 성의 송아지 생산 

일반적으로 우량 암소를 대상으로 과배란 처리 방법에서는 두당 약 5.5∼8개의 이식가능한 수정란(암·수송

아지 50%)을 생산하는데 비해 ‘성감별 체내수정란 생산 방법’은 평균 4개의 성감별 수정란(암송아지 84%) 생

산이 가능해 한우 조기증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러한 방법은 건강상태

가 양호한 고능력 암소에 호르몬 처리 개시 1주일 전부터 채란일 까지 23일간 일시적인 저영양 사양에 의한 

영양조절을 하고 성감별 된 정자(X 또는 Y 정자)만 포함 된 정액을 인공수정 함으로써 원하는 성의 송아지만

을 생산할 수 있는 성감별 된 이식가능 수정란을 생산하는 방법이다. 소는 한번에 1개의 난자가 배란되어 인

공수정에 의해 1년에 1두의 송아지가 생산되나, 성분리 된 정액을 활용 과배란처리 기술에 의하여 채란을 함

으로 1회에 약 4개의 성감별 된 수정란을 회수하고 대리모에 이식함으로써 유전적으로 우량한 원하는 성의 

송아지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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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성조절에 의한 한우 개량 가속화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개체수가 적은 칡소, 흑우, 백한우 등 희소한우 유전자원의 조기증식 뿐만 아니라, 

한우 암소 밑소의 조기 확보 및 고능력 젖소 암컷만을 선택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개량의 가속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세포분석기(FACS)이용 
정액 성분리

3-way 카데타이용
 체내수정란 회수

체내수정란 성판별 정확도 

담당자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고응규, 063-238-7271, kog4556@korea.kr

용 어 설 명

※ 수정란이식(Embryo Transfer) :   유전적으로 우량 한 능력을 가진 암소에 호르몬처리로 다수의 

난자가 배란되게 해 우수한 종모우 정액으로 수정시킨 후, 수

정란을 회수해 대리모 자궁에 이식일시에 다수의 능력이 우수

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수 동시개량 기술이다.

성감별 정액을 이용한 과배란 처리 한우체내수정란 생산 결과



국내산 승용마 털색 고정 및 
얼루기 유전체 분석

Fixation of coat color in domestic riding horses and genom-wide association 
studies in white patch horses

국내 승마산업은 말산업육성법 시행 이후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승마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

준이다. 유럽 등 말산업 선진국에서는 승마와 경마가 동반 성장하지만 국내는 경마산업 위주의 말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승마산업 성장에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승용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

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승용마는 대부분 경주퇴역마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고가인 웜블러

드 품종이 도입되어 이용되고 있다. 웜블러드 품종은 일반 생활승마를 위한 크로스컨트리나 외승 

등의 이용에는 다소 부적합한 면이 있다. 이에 국내 마필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한국인 체형에 적합

한 국내산 승용마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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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의 핵심은!

말의 털색 고정을 위한 유전자 분석 기술 확보 및 국내산 승용마 털색 고정 
가속화

흑색과 흑백얼루기 털색을 갖는 국내산 승용마 육성을 위해 털색관련 유전자인 MC1R*과 얼루기 관련 마커

인 ECA3-inversion* 유전자형을 분석을 통해 털색 개량에 이용하고 있다. 흑색계열(흑색, 흑백얼루기)의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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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나타나는 비율은 2011년 67%, 2012년 79%, 2013년 85%, 2014년 93%로 매년 증가하여 90% 이상 흑

색계열 말을 생산하게 되었다. 또한 말의 흑색 관련 MC1R 유전자의 E+/E+(흑색 고정형) 유전자형의 빈도가 

2011년 21%, 2012년 35%, 2013년 34%, 2014년 39%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흑색 유전자 고

정이 진행 되고 있다. 또한 얼루기 털색의 원인 유전자 구명을 위해 얼루기 털색을 갖는 국내산 승용마의 

DNA chip 분석 결과 말의 3번 염색체내에 얼루기 털색 관련 유전자가 위치함을 확인 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국내 선호도 높은 승용마 보급

국내산 승용마의 털색 고정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털색을 가진 승용마를 보급할 수 있으며, 농가나 승

마장에서 소유한 말의 털색 확인을 위한 기술지원 가능하다. 얼루기 털색 관련 원인 유전자 위치 확인으로 

관련 연구분야에 결과 공유 가능하다.

MC1R 유전자변화 얼루기 유전자변화 얼루기 원인유전자 위치

담당자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김남영, 064-754-5722, rat1121@korea.kr

용 어 설 명

※ MC1R : 피부와 털에 멜라닌 합성과 관련 있는 털색관련 유전자

※ ECA3-inversion : 얼루기 털색 확인을 위한 마커



인삼의 진화와 
이질사배체* 구조 구명

Uncovering evolution and allotetraploid nature in ginseng genome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약용작물인 고려인삼의 분자육종기술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전체 정보의 해독과 이를 이용한 활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삼의 유전체 해독을 진행함과 동시에, 품종식별 및 외국삼과 차이를 보이는 마커를 개발

였다.  또한 인삼의 DNA 및 유전자 분석 과정에서 많은 연구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원인이 이질사

배체*화 결과임을 밝혔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인삼의 이질사배체 구조와 주요반복인자의 비밀 밝히다 

인삼은 최근 1-2백만년 사이에 이질사배체 현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분석과 염색

체형광염색관찰기법을 통해 세계 최초로 밝혔다. 또한 전체 유전체의 3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8종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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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인자를 발굴하였으며 이들 반복인자가 인삼속 식물의 진화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유전체

분석을 통해 인삼산업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종식별 및 종식별 마커를 개발하였다. 이 마커들을 통

해 화기삼(American ginseng)을 간편하게 식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가공제품에서 화기삼이 10% 미만이 혼

입되더라도 판별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인삼의 유전체 완전해독 및 분자육종구축의 초석

본 연구를 통해 인삼의 유전체 완전해독을 위한 실마리를 풀었다고 할 수 있으며 진화에 대한 비밀을 밝힘은 

물론, 인삼 산업 발전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자마커 개발로 수십년의 노력이 소요되었던 인

삼 품종육성 및 선발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분자육종의 초석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여 인삼 고유의 약리성분 생합성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굴로 대사체 재설계 및 공학 등에 

활용하는 분자농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인삼 관련 생명공학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천억 이상의 

산업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기대된다.

인삼 유전체의 이질사배체 구조 
(24쌍 중 12쌍에만 발광)

인삼의 주요반복인자의 구분 및 
이들의 염색체상 위치 구명

사배체 특성을 보여주는 
PCR밴드프로파일과 염기서열 및 

이를 극복하는 방법

담당자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양태진, 02-880-4547, tjyang@snu.ac.kr

용 어 설 명

※ 이질사배체 :   진화과정에 두 개의 근연 식물종이 자연 교잡에 의해 새로운 합성종이 되고 새로

운 종으로 정착이 된 것을 의미함 



고추 유전체*를 이용한 
매운맛의 진화연구

Genome sequence of the hot pepper provides insights into the evolution of 
pungency in Capsicum species

고추는 감자, 토마토와 같은 가지과에 속하는 세계 중요 채소작물로서 영양적,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다. 고추의 유전체는 식물분야에서 최초로 순수 국내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유전체 크기의 

확장, 과실의 성숙과정, 그리고 매운맛의 기원에 대해 구명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순수 국내기술을 이용한 거대지놈 표준 유전체 완성 및 원천기술 확보

인간 유전체보다 더 큰 고추 유전체를 분석하여 약 34,000개의 유전자를 동정함으로서 거대 유전체 연구를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였다.

고추 유전체 크기의 확장과 성숙과정, 그리고 매운맛 기원 구명

특정 반복서열의 축적으로 인해 고추 유전체가 근연종인 토마토보다 4배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밝힘과 아울

러 고추와 토마토 과실의 성숙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발현 차이를 비교해 성숙과정의 차이 및 비타민C

가 토마토의 10배 이상이 축적되는 과정을 밝혔다. 또한 고추가 매운맛을 갖는 이유는 매운맛을 만드는 유전

자가 종분화 이후 고추에만 출현했기 때문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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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학술적 측면

가지과 내의 근연종 작물들과의 비교연구가 가능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명현상 연구의 밑거름이 될 것

이다.

기술, 경제적 측면

국내 및 국외 27건의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력 및 국제 경쟁력 향상시켰으며, 표현 형질*과 연관된 정밀한 유

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고추의 신품종 육성연한 단축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담당자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최도일, 010-2489-1934, doil@snu.ac.kr

고추 유전체의 구조 및 야생종, 재배종과의 비교 고추 유전체의 확장

캡사이시노이드 생합성 경로의 진화 과실성숙과정에서 유전자의 차등발현

용 어 설 명

※ 유전체 : 한 생물종의 완전한 유전정보의 총합.

※ 형질 :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성질.

※ 유전자 지표 :   염색체 상에 위치가 알려진 DNA서열이나 유전자로 유전형질 및 표현 형질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함.



식물유래 폴리페놀배당체를 
활용한 화장품 소재

Development of cosmetic materials using plant-derived polyphenolglucosides

국화과 등골나무아재비속에 속하는 일년생 풀로서 주로 관상용으로 재배하거나 야생하고 있는 불

로화는 폴리페놀배당체를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써의 개발이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는 불로화 폴리페놀배당체 소재의 보습효능, 주름개선 효능, 피부노화 억제효능, 미

백효과를 구명함으로써 향후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써의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불로

화 추출물이 피부 보습효과 및 주름개선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로화 추출물에 포함

된 폴리페놀배당체 중 캄페롤배당체가 피부미백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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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의 핵심은!

불로화 추출물 10ppm의 농도에서 약 2.5배 정도 인체의 케라틴생성세포에서 아쿠아포린-3 발현을 증가시

키고, 동일 농도에서 약 1.5배 정도 프로콜라겐의 생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보습효과 및 주름개선효과가 우수

하다. 또한 추출물은 10ppm의 농도에서 NF-kB*의 생성을 억제 및 MMP-9*의 발현을 2배 이상 억제시킴에 

따라 피부노화 억제 효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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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화 추출물이 포함하고 있는 폴리페놀배당체의 일종인 캄페롤배당체 역시 미백효능이 우수하며 안전성

이 입증되어서 기능성화장품 소재로 사용이 가능함을 구명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불로화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불로화 추출물이 함유된 보습, 주름개선, 피부노화 억제, 미백효능 등을 가진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개

발 가능하며, 현재 기능성화장품 개발회사인 (주)몰앤바이오에 폴리페놀배당체 대량생산 노하우가 유상 기

술이전 (’13. 9 및 ’14. 10 : 유상 기술료 총 30,000천원)되어 연구소재로 기능성화장품 제품 개발 진행중에 

있다.

불로화 재배 사진 불로화 추출물의 
피부노화 억제효능시험

캄페롤배당체의 
피부감작성시험 결과

담당자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 임융호, 02-450-3760, yoongho@konkuk.ac.kr

용 어 설 명

※ TNFa : Tumor Necrosis Factor alpha

※ NF-kB : Nuclear Factor kappa-light-chain-enhancer of activated B cells

※ MMP-9 : Matrix MetalloPeptidase 9



생체기능성물질 선발 및 
epitope tag 개발

Development of functional biomaterial and epitope tag for biomedical applications

생명공학 연구에서는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단백질의 인식 및 분리를 위해서는 널리 쓰이는 연구

방법이 특정한 표지(tag)를 한 후, 그 표지와 특이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항체를 이용하여 단백질의 

인식 및 분리 정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흔히 많이 사용하는 tag으로는 Myc, His, GST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 tag의 길이가 작은 펩타이드 tag을 epitope* tag라 하며, 대표적인 epitope tag이 

현재 많이 사용되는 Myc tag이다. 

이러한 epitope tag 개발연구는 특히 제약사들의 항체 개발연구에 필수적인 연구분야 임에도, 현

재 까지 국내 제약회사들에서는 새로운 epitope tag을 개발하는 연구는 거의 진행된바 없이 해외 

연구자료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만약 국내 이러한 epitope tage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다면 국내

외 단백질 연구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국내 항체-tag 연구 개발 산업 전반에 기

여하는 핵심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Deinococcus radiodurans bacteriophytochrome(DrBphP) 단백질을 항원

으로 하는 새로운 단일 클론성 항체들를 제작하였고, 이에 대한 epitope mapping을 실시였다. 

그 결과로서 항체의 epitope들을 특정화 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2B8 항체와 3H7 항체에 대한 

epitope들은 9개와 6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펩타이드일 뿐만이 아니라 매우 특이

한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져 있고, 고유의 항체에 대한 반응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epitope tag

으로의 사용이 가능하게 됨을 구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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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의 핵심은!

고유항체에 대한 반응성이 매우 강한 새로운 epitope tag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국내 항체-tag 연구개발에 활용 가능

매우 짧은 크기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로써 기존의 epitope tag과 비교하여도 같거나 더 짧으며, 

항체에 대한 반응성도 매우 우수하고 비특이적 결합 가능성도 매우 적다는 것을 구명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새로운 단백질 검출, 정제 옵션에 연구개발된 기술이 사용됨으로써  
국내 제약회사들의 항체-tag 연구개발 및 우수한 항체 약품 개발에 활용

기존의 epitope tag과 전혀 다른 아미노산 서열로 구성되어 구조나 특성이 새로운 tag를 제작함으로써, 향후 

발현시키고자 하는 단백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항체 약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국내 제약사인 이연제약(주)에 유상기술이전(’2014. 2. 11 : 유상기술료 총 39,600천원)되어 다양한 항체 

약품개발에 활용중이다.

담당자 명지대학교 생명과학정보학부 서주원, 031-330-6881, jwsuh@mju.ac.kr

용 어 설 명

※ 항체 ：   항원으로 인하여 반응하여 만들진 단백질을 이르는 것으로 해당 항원에만 결합하는  

특성이 있고 이에 의해 항원의 단백질 등을 처리함.

※ epitope ： 항체가 특정 항원을 인식하게 해주는 항원의 특정 부분.

DrBphP에 대한 
새로운 단일클론성항체 5개제작

epitope mapping 및 항체 반응성 측정



융합기술을 이용한 
다기능 고활성 바이오촉매*  

Multifunctional nanohybrid catalyst

생체 효소를 이용한 바이오촉매는 식품, 의약, 제지, 피혁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어서 그 활

용 범위가 높다. 바이오촉매의 활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효소를 주로 사용

하였는데, 이러한 효소의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융합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촉매 기능을 갖

는 다기능성 고활성 바이오촉매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백질 효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효소에 금속 나노촉매를 결합하여 여러가지 반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

는 다기능성 나노바이오하이브리드 촉매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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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의 핵심은!
  다 기능성 촉매의 활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촉매를 바이오 젤에 고착 (immobilization)함으로써 안

정성과 활성 증가시켰고, 하이브리드 촉매에 RF (Radio Frequency) current를 조사함으로써 촉매 활성이 증

대된다. 결과적으로 RF, Biogel, immobilization, nanopartic conjugation등과 같은 복합적인 기술을 적용함으

로써 다기능 고활성 촉매를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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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바이오 촉매는 효소산업, 약품이나 농약 생산 등의 정밀화학, 그리고 다양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에 활용

함으로써 농축산물 유래 바이오소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담당자 성균관대 의학과 김경규, 031-299-6136, kyeongkyu@skku.edu

용 어 설 명
※ 바이오촉매 :   생체 물질을 이용하여 만든 촉매로서 화학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도와 주는 촉매 

기능을 가짐.

다기능 고활성 바이오촉매



식물 유도저항성*에서의 
후성 유전학적* 조절 네트워크 구명

Epigenetic regulation network in plant priming defense

선행연구를 통해, DNA 메틸화가 감소된 ddm1 돌연변이체에서 유도저항성 차이를 관찰하였다. 

DDM1은 DNA 메틸화 변화 뿐만 아니라 히스톤 변형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연구를 통

해 ddm1 돌연변이체에서 히스톤 변형 맵을 구축하고 후성유전체-전사체 데이터를 통합분석하는 

pipeline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주요 유도 저항성 조절 유전자의 기능을 검증하였다. 히스

톤 변형에 의한 유도저항성 조절 기작 연구를 통해 유도 저항성에 형성에 있어서 DNA 메틸화와 히

스톤 변형을 포함하는 후성 유전학적 조절 원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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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의 핵심은!

ddm1 히스톤 변형 맵 및 후성유전
체-전사체 데이터 통합 분석 pipeline 
구축으로 주요 유도 저항성 조절 유전
자의 기능을 검정하였다. 

히스톤 변형 맵 시각화 및 분석 유도 저항성 조절 관련 유전자 상호작용 네트워크

후성유전체-전사체 데이터 통합 분석 pipeline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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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광범위한 병충해 및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증진시키는 유도저항성 활성화 작물 개발로 갑작스런 

병충해의 출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곡물 생산량을 증가시킴과 아울러 병저항성 증대 작

물의 보급으로 화학 비료, 살충·살균제 소비 감소를 통한 농업적 비용  절감 효과와 고부가가치 친환경 유

기농법의 대중화로 육종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담당자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Dominique Anaud, 054-279-0630, anaud@postech.ac.kr

용 어 설 명

※ 유도저항성 :   식물이 환경적, 생물학적 스트레스에 대해 저항성 관련 유전자가 높고 빠르게 발현

될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작용. 

※ 후성유전학 :   DNA 염기서열의 변화가 아닌 다른 기작에 의한 유전자 발현 변화 및 이에 따른 

생리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주로 DNA 메틸화 및 히스톤 변형에 의해 조

절된다고 알려져 있다.



생체내 유도만능줄기세포 이식을 통한 
조직재생 모니터링 시스템

Development of tissue regeneration monitoring systems through in vivo 
transplantation of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최근 다양한 세포분화 및 질병에 관여하는 microRNA 연구는 활발히 진행 중이며 그 중요도가 점

점 증대되고 있으며 (2009년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microRNA를 임상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microRNA 영상법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 microRNA 연구와 분석방법이 국한되

어 있는 실정이다. 즉 microRNA의 세포 내 발현/기능 및 암세포치료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

며, 그 분석 방법에 있어서 Nothern blot, Real Time PCR과 마이크로어레이 분석방법이 유일한 수

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방법은 생체분자영상으로 살아있는 세포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며 

임상 적용에 큰 제한적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자비컨(molecular beacon)을 이용한 새

로운 마이크로RNA 분자영상법을 개발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분자비컨을 이용한 마이크로RNA 분자영상법 개발 

신경세포 분화 특이적인 마이크로RNA를 탐색하기 위하여 문헌 및 PicTar database이용하여 신경세포 특이

적인 마이크로RNA9번을 표적유전자로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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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RNA 분자비컨 세포내 전달법 개발
마이크로RNA9의 발현유무를 핵의학영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NIS(Sodium iodide symporter) 유전자 뒤에 

삽입하여 마이크로RNA9 추적 핵의학 영상용 벡터인 CMV/NIS/3xPT_miR9 벡터를 제작, 세포내 추적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microRNA MRI 분자영상 조영제 개발은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서 향후 국제적으로 이 분야에서 원

천기술을 확보 하였다.

본 기술이 향후 전임상 연구에서 효능이 입증되면 동물 실험용 분자영상학 이미징 디바이스 등의 제품개발

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MRI 분자영상의 기술이전이나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한 경

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자 차의과학 대학교 의생명과학과 고정재, 031-881-7133, highko@cha.ac.kr

용 어 설 명

※ 분자비컨을 이용한 마이크로RNA 생체추적연구

분자비컨 (molecular beacon, MB)을 이용한 생체 세포추적영상법은 대상 마이크로RNA 대해 상보

적인 염기서열 및 아민기를 갖는 긴 핵산 oligo 1 copy (마이크로RNA binding sequence)와 마이

크로RNA binding sequence와 부분적으로 결합 할 수 있고 black hole quencher를 포함하는 짧

은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성형광나노입자(Magnetic fluorescence, MF)의 카르복실기에 대상

마이크로RNA 추적 핵산을 표지하여 MF 마이크로RNA 분자비컨을 제작함. MF 마이크로RNA MB

는 대상 마이크로RNA의 발현이 없을 때는 형광신호가 억제되어 있다가, 과발현시 분자비컨에 마

이크로RNA가 결합하여 분자비컨에 있든 quencher가 이탈되면서 영상신호가 증가되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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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품 포장디자인 개선

Improved Agricultural specialty package design

농촌관광마을 농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의 요구를 고려하여 포장디자인 

및 전시판매장에 대한 표준 디자인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포장디자인은 채소·과일류, 발효류의 2

개 품목별 포장 및 택배용 포장에 대한 표준 디자인 가이드를 개발하였고, 전시판매장은 형태에 따

라 건축형과 진열장형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디자인 비용 절감 및 운반편의성, 기능성, 편리성을 갖춘 포장디자인

농특산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 포장디자인 가이드를 개발하여 농촌관광마을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포장디자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채소·과일류는 지퍼팩, 손잡이, 통기성 기능 개발을 통해 운반편의성, 기

능성, 신선도 유지 기능을 향상시켰고, 발효류는 ‘캐리어형골판지포장’을 개발하여 사용편리성과 경제성을 증

진시켰으며, 택배용 포장은 격자형 칸막이, 고정틀 디자인 개발을 통해 안전보존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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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시판매장 디자인

전시판매장은 형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형과 진열형의 2종 구분하였으며, 접이식 구조를 통한 변형기능

에 주안점을 두고 디자인 개발을 하였다. 건축형은 펼침구조에 따라 판매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진열장형은 설치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할 수 있어 사용편리성을 증진시켰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표준 포장디자인 및 전시판매장 디자인 기술이전을 통한 실용화

표준 포장디자인 및 전시판매장 디자인 기술이전을 통해 농촌관광마을에서는 각자의 브랜드를 적용하여 디

자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포장디자인 기술이전 사례로서 발효류, 택배용 포장디자인 개선에 활용하였다.

구분 개선전 개선후  개선 효과

발효류

포장디자인

대상마을 : 전북구이안덕마을

개선후 효과 :   디자인을 통한 

마을 정체성 확립 

및 포장완성도, 

적재용이성, 경제성, 

편리성에 따른 농업인, 

소비자 만족도 상승

택배용

포장디자인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조록환, 063-238-2639, tryjolh@korea.kr



고령농업인을 위한 
보행지지 겸용 운반수레

Cart with walking support function for elderly farmers

농업인 질병 중 근골격계 질환은 허리, 하지, 상지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고령농업인의  

경우 보행장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농촌에서 고령의 여성농업인들이 폐유모차를 보행지지 

및 운반수레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유모차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몸을 기댈 경

우 뒤집어 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 고령자들의 보행지지와 농업활동을 함께 도

울 수 있는 수레의 보급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고령농업인의 보행을 보조하여 인간공학적 자세개선이 가능

‘보행지지 겸용 운반수레’는 고령자의 보행을 보조하는 지팡이 역할을 하며, 농업활동을 위해 무거운 물건들

을 싣고 이동할 수 있으며, 또한 휴식이 필요할 때는 의자 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손잡이에는 듀얼브레이

크 시스템을 장착하여 경사길에서 손잡이를 놓칠 경우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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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농촌 고령농업인에게 맞춤제작된 보행보조기 활용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 보급을 위해 국내외 특허출원과 기술이전(5,000대)을 완료하였다. 이제 국내에서 더 

이상 보행보조기를 수입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언제든지 우수한 국내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수

입에 의한 보행보조기를 개발된 보행지지 겸용 운반수레로 대체하여 사용할 경우, 5,000대 기준 약 7.5억원

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재해예방공학과 이경숙, 063-238-4167, leeks81@korea.kr

사용성 평가 평균 점수

자세 평가



건강 먹거리 청(시럽)

Health syrup using angelica and bellflower root

시중 가공제품 중에서 당함량이 높아 어린이를 비롯한 성인, 노인 등의 건강에 많은 염려를 유도하

고 있다. 급변해지는 고령화 사회, 건강 장수시대 등을 대비하여 실버세대를 위하여 약용뿌리자원 

이용 건강지향형 가공식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단순하게 설탕 첨가를 지양한 새로운 당류 

소재로 당화액을 이용하여 청(syrup)의 당도 감소 및 저열량화 등의 효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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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의 핵심은!

당귀와 도라지의 유용성분을 함유한 청 제조

당귀와 도라지를 이용하여 건강한 청(시럽)을 만들 수 있으려면 도라지와 당귀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분이 효

과적으로 용출될 수 있는 물리적 전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도라지와 당귀 시료를 냉동(-20℃)과 해동을 

반복적으로 처리한 착즙액을 청 제조원료로 사용하였다. 냉해동을 실시하지 않은 무처리구에 비해 냉해동처

리 착즙액 분말에 있어, 당귀의 데커신 성분 2.1배 도라지의 조사포닌 성분 1.5배 증진(금산 지역 2년근 기준)

되는 효과를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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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당귀와 도라지를 이용한 건강 청 제조기술은 현재(2015. 4월) 특허출원을 위한 작업 중에 있으며, 특허출원이 

완료된 이후에는 현장에서 필요할 경우, 기술이전과 현장기술지원이 가능하다. 청(시럽)을 만드는 기술은 기

존방법에 비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경우는 없다. 다만 전처리 과정에 냉동시설이어야 하는 경우이므로 

이 시설만 되어 있는 농가소규모 가공업체에서는 가능하다.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가공이용과 김진숙, 063-238-3555, preetyjs@korea.kr

용 어 설 명

※   데커신 :   당귀에 들어있는 쿠마린 유도체로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치매예방과 치료

에 도움

※   조사포닌 :   식물에 널리 들어있는 트리터펜과 스테로이드계의 배당체 전부를 말하며 물과 진

탕하면 지속성의 거품을 내는 천연계면활성 물질로 제염, 진핵, 소염제로 활용됨

*

*



음식관광체험의 
새로운 공간, 종가

New space of culinary tourism experience, Jong-ga

종가와 종가음식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산업화 수준은 미미하다. 음식관광객은 음식 이외에 다양

한 체험과 활동을 요구하므로 ‘충재 권벌 종가’* 를 대상으로 종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음식과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지역 특산품 관광 상품화
종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음식, 제례문화, 특산품 디자인 개발하여 가문의 브랜드로 활용하며, 음식 조리법을 

표준화하여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 시켰다.

●   달실한과, 제사상 일러스트 : 체험교재, 포장지, 엽서, 노트 등 관광상품으로 활용

●   조리법 표준화 : 점주, 부추녹두죽 대량조리, 저장성 강화

음식관광모델 개발
종가의 정신 충(忠), 효(孝), 경(經)을 컨셉으로 다양한 상차림을 개발하고 제사음식 만들기, 종가문화 배우기, 

고택에서의 숙박, 종손과 종가음식 해설사의 해설 등 음식관광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였다.

●   상차림 : 충재진찬상, 금계포란상 등 10종

● 체험프로그램 : 당일형, 숙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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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 발굴 및 정보집 발간
충재 종가와 달실마을* 형성 배경, 역사·자연·음식자원, 불천위 제사* 등을 소개한 자료를 발간 제공함으

로 종가와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   역사자원(청암정, 추원재), 자연자원(석천계곡), 음식자원(달실한과, 송이 등)

달실한과 일러스트 충재진찬상 금계포란 봉화달실마을

 이렇게 활용됩니다

종가음식을 외식 및 관광과 연계하여 다른 종가에서도 활용 가능

종가음식 산업화를 시도하려는 종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종가음식과 문화를 관광자원화하여 지역 소득 향상, 종가 문화 보전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가공이용과 김 영, 063-238-3574, kimyoung@korea.kr

용 어 설 명

※   불천위 제사란? 

나라에 큰 공훈이 있거나 도덕성과 학문이 높은 분에 대해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를 지낸다.

※   충재 권벌 종가와 달실마을 

달실마을(경북 봉화군 봉화읍)은 안동권씨 권벌(1478~1548, 호는 충재) 선생의 후손들이 마을

을 이루며 살고 있다.



상추쑥쑥! 과학쏙쏙! 
초등학생 과학 탐구프로그램

Development of lettuce grows taller! Science is easy to understand!, horticulture-
science integrated education program manual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과 다양한 체험, 탐구활동을 통한 잠재

능력과 소질 계발을 위한 자율적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공간, 비용, 시간 등의 제

한으로 식물을 활용한 탐구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

교의 실내·외 환경에서 저렴한 재료비로 교과와 연계된 상추를 길러보며, 식물의 한 살이를 실제 

경험하고 과학탐구(기초탐구+통합탐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생용, 교사용 원예-과학 통합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초등학생의 과학탐구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용 교사용 매뉴얼 개발

상추는 초등학생이 쉽게 재배할 수 있고, 1-2학기 계절에 구애받지 않으며 품종이 다양하여 환경에 따른 변

화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이다. 이러한 상추 기르기를 통해, 학생은 학생용 워크북과 주제별 과학탐구

프로그램 매뉴얼을 이용하여 광환경이 다른 장소에서 식물을 길러보면 어떨지 문제를 인식한다. 이후 가설

을 설정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설계한 실험에서 여러 가지 변이를 구별하고 실험수행 요소에 대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려 볼 수 있다. 자신이 내린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측정한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변환해보고, 변환

한 자료를 해석한 후, 결론 도출에서 일반화까지 통합탐구의 전 과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상추 기르기와 과학탐구에 대한 이론과 실제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워크북 지침서를 이용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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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과학탐구능력 및 창의성 향상 효과 구명 

텃밭에 다 있네!『상추 쑥쑥! 과학 쏙쏙!』프로그램 적용 후,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과학적태

도(△9.4%), 과학흥미도(△11.0%), 과학탐구능력 (△9.5%), 창의력(△3.9%)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교사는 지침서를 학생은 워크북을! 수업 형태에 맞춘 매뉴얼 선택

개발된 『상추쑥쑥 과학쏙쏙 초등 과학탐구프로그램 매뉴얼은 기초탐구, 통합탐구의 교사용 지침서와 학생용 

워크북 4종과 통합탐구기반 실내원예프로그램 『흙과 물에서 자라요』, 『속이 보이는 강낭콩』2종을 합하여 총  

6종의 매뉴얼 중 수업형태에 맞춘 주제별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담당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정순진, 063-238-6942, sunjin75@korea.kr

용 어 설 명

※ 기초탐구요소 :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 통합탐구요소 : 문제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자료 해석, 일반화

초등 원예-과학 통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상추 쑥쑥! 과학 쏙쏙!』과 창의력 향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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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에서 희망을 꽃피우는 
맞춤형 농업기술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KOPIA)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체계는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

판이 되었다. 이 같은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은 총 인구의 약 7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

는 개발도상국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센터를 20개국에 설치하여 상대국 협력기관과 함께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시

범단지 조성을 통해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등 상대국 농업 농촌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개도국 맞춤형 기술 개발·보급으로 실질적인 농업생산성 향상

KOPIA 케냐 센터에서는 감자 시비법 개선 및 고구마 현지적응 우수품종 선발을 통해 관행재배법에 비해 

20~45%의 생산량 증가를, 남미 볼리비아 센터에서는 내병성 우량 씨감자 증식기술 보급을 통해서 일반농

가에 비해 5배(3.65톤/10a) 달하는 생산량 증가를 달성하였다. 캄보디아 센터에서는 병아리 사육기술 개발을 

통해 병아리 도태율을 23% 감소시키고 사료용 옥수수 재배와의 복합영농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술을 개

발하였다. 특히, 베트남 정부에서는 자발적으로 한국 채소품종인 송정무와 하이플라이고추를 국가장려품종

으로 등록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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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일시적 단편적 지원을 탈피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협력 모델 제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다각

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KOPIA* 협력사업은 맞춤형 기술개발, 농가실증, 새마을연계 시범마을육성 등의 단계

로 사업의 확대 추진을 통해, 개발기술이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다.

담당자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진민아, 063-238-1172, genemina@korea.kr

용 어 설 명 ※ KOPIA :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씨감자 생산 시설(볼리비아) 채소 시설재배(알제리) 병아리 사육 농가(케냐)

협력국 고위급 연수(전주 청사) 벼 재배기술 초청훈련(한국) 농업정보지 발간(알제리)



우리나라와 남반구를 잇는 
글로벌 농업협력 네트워크 완성

Korea-Latin Ame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KoLFACI)

농촌진흥청은 다자간 농식품 기술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시아 (AFACI), 아프리카(KAFACI)에 이

어 농업자원 개발의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2014년 9월에 중남미 12개 회

원국과 KoLFACI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참여 MOU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주도의 

대륙별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네트워크를 완성하였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중남미에도 농업기술 한류 바람

2014년 9월에 중남미 12개 회원국 장·차관급이 참석하여 출범식을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KoLFACI를 통

한 중남미와의 농업협력이 시작되었다. 창립총회에서 ‘벼 생산성 향상 네트워크 구축, 소규모 카카오농장 경

영개선, 유기비료 확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을 확정하였다. KoLFACI 출범과 함께 중남미국가와

의 농업분야 협력 증진 및 중남미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중남미 경제협력 카라반’을 2014년 

11월에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에서 개최하여 12회 이상의 비즈니스미팅을 통해 총 248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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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와 중남미를 잇는 친구, KoLFACI !

중남미 국가들과의 농업기술 협력 창구인 KoLFACI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제고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농업

기술 역량강화를 통해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자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정현정, 063-238-1128, kolfaci@korea.kr

창립총회 개최 (한국) RPC 시찰 (한국) 고위급 면담 (콜롬비아)

글로벌 포럼 개최 (페루) 국제감자연구소 MOU 체결 (페루) 과일가공장 시찰 (콜롬비아)



사전경제성 분석을 통한 
R&D 과제의 효율적 추진 기반 조성

The ex-ante economic analysis for application and development in agricultural 
R&D

농업 R&D 응용 및 개발 분야의 제안요청서를 대상으로 신규과제 확정 전에 경제성을 검토하여 농업 

R&D 최초로 경제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정된 연구예산을 효율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14년 사전경제성 분석은 309개 제안요청서에 대해 연구비 규모 및 분석가능성을 고려하여 두 가지 

방식(Two-Track)으로 추진하였다. 첫째, 심층분석*은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사전경제성 분

석이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산업, 시장, 기술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

였다. 둘째, 심층분석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제안요청서에 대해서는 기술의 파급성, 시장성, 생산성

을 AHP*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된 과제에 대해서는 신규과제 선정 시 탈락 및 수정보

완 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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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의 핵심은!

농업 R&D 최초로 기존 기술성 중심의 신규과제 선정 방식에서 객관적인 경제성 평가방법을 추가하여 경제

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 과제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실현된 연구결과가 없는 제안요청

서 기술을 대상으로 미래의 경제성분석을 통해 연구수행 전에 연구내용을 구체화하고 취약점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관련 기술 전문가의 직관을 AHP 평가지표로 계량화하여 기술의 경제성 강약점을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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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고현석, 063-238-1197, hsko@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농업 R&D 응용 및 개발 분야 신규과제 선정에 활용

  제안요청서의 연구예정 기술에 대한 경제적 가치 및 우선순위 도출하고 기술성 평가 결과에 경제성을 고려

하여 최종 과제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있도록 하였다. 

제안요청서에 대한 경제성 제고방안 컨설팅에 활용

심층분석을 통해 관련 기술의 산업, 시장,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로 실현될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 및 

경제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AHP 결과를 방사선도로 나타내어 과제 기술의 지표별 강약점을 분석

하여 제공된다.

용 어 설 명

※ 심층분석(Deapth Analysis) :   관련 기술의 산업, 시장, 기술 분석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는 

분석기법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 :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지표 및 대안들 간의 쌍대

(절대)비교를 통해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분석기법

상위과제 AHP 방사선도 하위과제 AHP 방사선도



국정과제인  “농식품의 6차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6차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

별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6차산업의 유형을 가공형, 외식형, 체험관광형 등 유형을 

구분하여 『6차산업 유형별 사업 매뉴얼』을 발간하여 농촌현장에서 사업계획서 및 추진 방향 설정

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둘째,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9,033 농가와 1,001 법인을 표

본조사하여 유형별 실태를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일반현황, 6차산업화 유형별 경영 실태,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셋째, 농식품 6차산업화 추진 여건마련과 기술기반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 『6차산업화 벤처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경진대회에는 총 108팀이 접수하여 예선과 본

선을 통해 최종 9팀을 시상하였다. 

농업의 6차산업화* 
실태조사를 통한 활성화 기반 구축

Survey study for 6th Industrialization of rural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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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의 핵심은!

『6차산업 유형별 사업 매뉴얼』매뉴얼 제작

6차산업의 배경을 바탕으로 5개 유형별(가공형, 외식형, 체험관광형, 유통형, 치유형) 실천·사례 위주로 매

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추진

전국 9,030개 농가 및 1,001개소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6차산업화 기초실태를 조사한 결과 6차산업 농가당 

평균 판매금액은 34.5백만원, 평군 농가소득은 19백만원으로 전체농가보다 34.9%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 평균소득으로는 체험관광(33백만원) > 외식형(29백만원) > 가공형(19백만원)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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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담당자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황대용, 063-238-1192, hdy@korea.kr

농식품 6차산업화 벤처창업 경진대회 개최를 개발기술 확산

6차산업과 연계한 벤처창업 경진대회 및 현장발표를 개최하여 우수한 창업기업에게 장관상, 청장상 등을 시

상하여 6차산업을 활성화 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6차산업화 정책 추진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5년마다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도시근로자 소득간의 격차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 6차산업화 추진으로 농외소득 향상 : 전업농 비교 소득 30% 높음

6차산업화 R&D 및 컨설팅 자료로 활용

6차산업화 추진 경영체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맞춤형 R&D 지원 자료로 활용가능하다.

● 경영애로사항 : 마케팅(27.3) > 인력부족(24.4) > 시설자금(17.4%) 등

  6차산업화 희망 경영체에게 사업추진 및 방향설정의 지침서로 활용되며, 농촌현장의 지도직 공무원 등의 컨

설팅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다.

용 어 설 명

※ 6차산업화 :   농산물 생산이라는 1차산업을 기반으로 가공·외식·관광 등 2·3차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형태의 새로운 산업으로 농업·농촌의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전략을  

의미함

※ 6차산업화법 :   6차산업화 관련 법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ʼ14

년 6월 3일 제정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ʼ15년 6월 4일 시행될 예정임 

6차산업화 유형별 매뉴얼 개발 6차산업화 업태별 경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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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연구성과명 담당자 페이지

본청 개도국에서 희망을 꽃피우는 맞춤형 농업기술 진민아 212

본청 우리나라와 남반구를 잇는 글로벌 농업협력 네트워크 완성 정현정 214

본청 사전경제성 분석을 통한 R&D 과제의 효율적 추진 기반 조성 고현석 216

본청 농업의 6차산업화 실태조사를 통한 활성화 기반 구축  황대용 218

농과원 벌꿀 생산성 우수한 ‛장원벌ʼ 최용수 56

농과원 국가 농업미생물 은행 권순우 58

농과원 고구마 유전자원, 반영구 동결보존 이정윤 60

농과원 잡곡 파종기와 수확기 전현종 90

농과원 돈사출입 자동관리 시스템 김혁주 92

농과원 여름딸기 부분냉난방 기술 문종필 94

농과원 태양잉여열 축열식 히트펌프 온실 난방시스템 권진경 96

농과원 보다 가벼운 딸기용 포장상자 최승렬 98

농과원 시설재배작물의 바람직한 환경(온도·영양)관리 성좌경 122

농과원 공간정보기반 농경지 물수지 및 침수취약성 평가모델 이경도 124

농과원 클로렐라를 활용한 새로운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심창기 126

농과원 양돈농가 고민을 해결할 미생물제 유재홍 128

농과원 시설 재배에서 발생하는 해충 친환경 방제제 김정준 130

농과원 간편한 잔류농약분석법 홍수명 132

농과원 거름작물을 이용한 고랭지 배추 사탕무씨스트선충 방제 이재국 134

농과원  알기 쉽고 읽기 편한 GAP 생산 교본 김황용 136

농과원 신선편이 농산물에 붙은 식중독균 제거법 노은정 138

농과원 유기농자재 품질기준 설정 평가기술  김진효 140

농과원 누에고치를 이용한 치과용 실크차폐막 조유영 150

농과원 뼈 형성 촉진 이식재로 활용할 실크단백질 권해용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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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과원 곤충자원의 식품원료 등록 윤은영 154

농과원 풋마름병원균 유전체 해독 및 지도 작성 이병무 156

농과원 벼 식물체의 플라보노이드 생산 기작 구명 임선형 158

농과원 광합성 효율을 높이는 기작 구명 김현욱 160

농과원 콩 발효식품유래 유산균 제제 최혜선 162

농과원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늘’ 박동식 164

농과원 농특산품 포장 디자인 개선 조록 환 200

농과원 고령농업인을 위한 보행지지 겸용 운반수레 이경숙 202

농과원 건강 먹거리 청(시럽) 김진숙 204

농과원 음식관광체험의 새로운 공간, 종가 김  영 206

식량원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다양한 벼 품종 손영보 8

식량원 품질이 우수한 조생찰벼 ‘운일찰’ 남정권 10

식량원 초기생육과 저온발아성이 우수한 총체사료용 벼 ‛녹우ʼ 안억근 12

식량원 항산화 기능성 강화, 다수성 맥주보리 ‛흑호ʼ와 ‛다이안ʼ 박종철 14

식량원 조숙 다수성 국수용 밀 ‛조중ʼ 강천식 16

식량원 다양한 쓰임새의 콩 신품종 김현태 18

식량원 병에 강한 감자칩용 ‛다미ʼ와 ‛금선ʼ 조지홍 20

식량원 맛이 좋은 고구마 신품종 ‛풍원미ʼ 한선경 22

식량원 쌀국수에 적합한 쌀 품종 및 건식 쌀가루 품질기준 윤미라 66

식량원 통일형 다수성 쌀면 전용품종 ‘새미면’ 조준현 68

식량원 가축이 먹기좋은 청보리 ‛미호ʼ 오영진 70

식량원 논콩재배 일관화 기술 신상욱 72

식량원 소비자 맞춤형 땅콩 신품종 ‛다안ʼ, ‛흑생ʼ 배석복 74

식량원 기계수확이 가능하고 쓰임새도 다양한 잡곡 신품종 고지연 76

식량원 간척지에 밭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토양염도기준  김  선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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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원 자탈형 콤바인용 조·기장 기계수확 기술 정기열 100

식량원 지하배수 시설을 이용한 간척지의 염 제거법 노태환 142

식량원 숙취해소와 간기능개선 효과가 탁월한 ‘새싹보리’ 서우덕 166

식량원 바이오에탄올 생산용 고온내성 발효균주 차영록 168

원예원 나들이용 작은 사과·바캉스용 여름사과 권순일 24

원예원 주먹만한 배 신품종 ‛소원ʼ 김윤경 26

원예원 맛과 고소득으로 승부하는 핵과류 신품종 남은영 28

원예원 국내 재배환경에 안성 맞춤인 와인용 포도 신품종 허윤영 30

원예원 추석에 먹을 수 있는 조생용 단감 신품종 ‛원미ʼ 마경복 32

원예원 기능성분 풍부하고, 일찍 수확하는 감귤 신품종 박재호 34

원예원 수입산에 대응한 국산 참다래 신품종 김성철 36

원예원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딸기 재배 기술 김대영 38

원예원 마늘 신품종 개발도 기능성을 바탕으로! 곽정호 40

원예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장미 신품종 육성 이혜진 42

원예원 향기나는 양란 신품종 ‛스노우벨ʼ 박부희 44

원예원 수입대체 약용작물 신품종 박춘근 46

원예원 수입품종에도 끄떡없는 버섯 신품종 신평균 48

원예원 주요 과수와 약용작물의 미래재배지 예측지도 손인창 80

원예원 버섯 수확후 신선도 유지기술 최지원 102

원예원 2분이면 뚝딱, 간편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 및 보급 최승국 144

원예원 홍삼 농축액 원산지 판별기술 방경환 170

원예원 인삼 뼈건강 개선 건강기능식품 소재 김영옥 172

원예원 상추쑥쑥! 과학쏙쏙! 초등학생 과학탐구프로그램 정순진 208

축산원 능력이 우수한 한우와 젖소 씨수소 선발 최태정 50

축산원 육질이 우수한 ‛우리흑돈’ 김두완 52

축산원 초지조성에 알맞은 톨 페스큐 신품종 ‛그린마스터2호ʼ 이상훈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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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연구성과명 담당자 페이지

축산원 국내 가축유전자원의 국제주권 확보 최성복 62

축산원 국내산 조사료의 사료가치 증가 기술 기광석 82

축산원 한우 암소의 고급육 생산기술 장선식 104

축산원 돈군 성장균일도 증진 기술 홍준기 106

축산원 부실한 산지초지의 생산성 향상기술 정종성 108

축산원 발효생햄의 지역 명품화 성필남 110

축산원 공기공급방법 개선을 통한 가축분뇨 퇴비화 효율 증진 곽정훈 112

축산원 건습식 통합 혐기소화 시스템 정광화 114

축산원 농식품 부산물 사료화 기술보급 오영균 116

축산원 취약지역 가축질병 서비스 이동 동물병원 운영 정영훈 118

축산원 바실러스 세레우스 독소 검출 바이오센서 오미화 146

축산원 당뇨질환 모델 형질전환돼지 생산 정학재 174

축산원 유전체 정보활용 송아지 면역기능증진 목표단백질 발굴 채한화 176

축산원 한국 토종닭의 유전체 수준 계통도 작성 및 가축화 유전자 발굴 이경태 178

축산원 희소 한우 유전자원 증식 기술 고응규 180

축산원 국내산 승용마 털색 고정 및 얼루기 유전체 분석 김남영 182

건국대 식물유래 폴리페놀배당체를 활용한 화장품 소재 임융호 188

명지대 생체 기능성 물질 선발 및 epitope tag 개발 서주원 190

서울대 인삼의 진화와 이질사배체구조 구명 양태진 184

서울대 고추 유전체를 이용한 매운맛의 진화연구 최도일 186

성균관대 융합기술을 이용한 다기능 고활성 바이오촉매 김경규 192

전남도원 일시수확형 동부신품종 ‛옥당ʼ 김동관 84

전북도원 새로운 지역특화작목 가시엉겅퀴 김창수 86

차의과학대 생체내 유도만능줄기세포 이식을 통한 조직재생 모니터링 시스템 고정재 196

포항공대 식물 유도 저항성에서의 후성 유전학적 조절 네트워크 구명
Dominiqui 
Anaud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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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 연구성과명 담당자 페이지

1
시설재배작물의 바람직한 환경
(온도·영양)관리

성좌경 122

1
공간정보기반 농경지 물수지
및 침수취약성 평가모델 

이경도 124

1
클로렐라를 활용한 새로운 유
기농산물 생산기술 

심창기 126

1 농특산품 포장 디자인 개선 조록환 200

2 벌꿀 생산성 우수한 ‛장원벌ʼ 최용수 56

2 국가 농업미생물 은행 권순우 58

2
양돈농가 고민을 해결할 미생
물제

유재홍 128

2
시설 재배에서 발생하는 해충 
친환경 방제제

김정준 130

2
누에고치를 이용한 치과용 실크
차폐막

조유영 150

2
뼈 형성 촉진 이식재로 활용할 
실크단백질

권해용 152

2 곤충자원의 식품원료 등록 윤은영 154

3 간편한 잔류농약분석법 개발 홍수명 132

3
거름작물을 이용한 고랭지 배추 
사탕무씨스트선충 방제

이재국 134

3
알기 쉽고 읽기 편한 GAP 생산 
교본

김황용 136

3
신선편이 농산물에 붙은 식중
독균 제거법

노은정 138

3
유기농자재 품질기준 설정 평가
기술

김진효 140

4 잡곡 파종기와 수확기 전현종 90

4 돈사출입 자동관리 시스템 김혁주 92

어젠다 연구성과명 담당자 페이지

4 여름딸기 부분냉난방 기술 문종필 94

4
태양잉여열 축열식 히트펌프 
온실 난방시스템

권진경 96

4 보다 가벼운 딸기용 포장상자 최승렬 98

4
고령농업인을 위한 보행지지 
겸용 운반수레

이경숙 202

5
풋마름병원균 유전체 해독 및 
지도 작성

이병무 156

5
벼 식물체의 플라보노이드 생산 
기작 구명

임선형 158

5
광합성 효율을 높이는 기작 
구명

김현욱 160

6 콩 발효식품유래 유산균 제제 최혜선 162

6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늘’

박동식 164

6 건강 먹거리 청(시럽) 김진숙 204

6
음식관광체험의 새로운 공간, 
종가

김  영 206

7
고구마 유전자원 반영구 동결
보존

이정윤 60

8
품질이 우수한 조생찰벼 
‘운일찰’

남정권 10

8
초기생육과 저온발아성이 
우수한 총체사료용 벼 ‛녹우ʼ

안억근 12

8
항산화 기능성 강화, 다수성 
맥주보리 ‛흑호ʼ와 ‛다이안ʼ

박종철 14

8 조숙 다수성 국수용 밀 ‛조중ʼ 강천식 16

8
쌀국수에 적합한 쌀 품종 및 
건식 쌀가루 품질기준

윤미라 66

1.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유지 보전

2. 농업 생물자원의 실용화

3.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4.   생산공정 자동화, 에너지절감 및 농작업 안전기술

5.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초 기술연구

6. 식품 산업화 및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

어젠다별 주요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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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 연구성과명 담당자 페이지

8 가축이 먹기좋은 청보리 ‛미호ʼ 오영진 70

9 다양한 쓰임새의 콩 신품종 김현태 18

9
병에 강한 감자칩용 ‛다미ʼ와
‛금선ʼ

조지홍 20

9 논콩 재배 일관화 기술 신상욱 72

9
소비자 맞춤형 땅콩 신품종 
‛다안ʼ, ‛흑생ʼ

배석복 74

9
기계수확이 가능하고 쓰임새
도 다양한 잡곡 신품종 

고지연 76

9
자탈형 콤바인용 조·기장 기
계수확 기술

정기열 100

10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다양
한 벼 품종

손영보 8

10
맛이 좋은 고구마 신품종 
‛풍원미ʼ

한선경 22

10
통일형 다수성 쌀면 전용품종 
‘새미면’

조준현 68

10
숙취해소와 간기능개선 효과
가 탁월한 ‘새싹보리’

서우덕 166

10
바이오에탄올 생산용 고온내
성 발효균주 

차영록 168

11
간척지에 밭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토양염도기준  

김  선 78

11
지하배수 시설을 이용한 간척
지의 염 제거법

노태환 142

12
나들이용 작은 사과·바캉스용 
여름사과 

권순일 24

12 주먹만한 배 신품종 ‛소원ʼ 김윤경 26

12
맛과 고소득으로 승부하는 핵
과류 신품종

남은영 28

어젠다 연구성과명 담당자 페이지

12
국내 재배환경에 안성 맞춤인 
와인용 포도 신품종

허윤영 30

12
추석에 먹을 수 있는 조생용 
단감 신품종 ‛원미ʼ

마경복 32

12
기능성분 풍부하고, 일찍 수확
하는 감귤 신품종

박재호 34

12
수입산에 대응한 국산 참다래 
신품종

김성철 36

12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딸기 재배 기술

김대영 38

12
마늘 신품종 개발도 기능성을 
바탕으로!

곽정호 40

12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장미 
신품종 육성

이혜진 42

12
향기나는 양란 신품종 
‛스노우벨ʼ

박부희 44

12 버섯 수확후 신선도 유지기술 최지원 102

12
상추쑥쑥! 과학쏙쏙! 초등학생  
과학탐구프로그램

정순진 208

13 수입대체 약용작물 신품종 박춘근 46

13
수입품종에도 끄떡없는 버섯 
신품종

신평균 48

13 홍삼 농축액 원산지 판별기술 방경환 170

13
인삼 뼈건강 개선 건강기능식
품 소재 

김영옥 172

14
2분이면 뚝딱, 간편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 및 보급

최승국 144

15
국내 가축유전자원의 국제주
권 확보 

최성복 62

15
당뇨질환 모델 형질전환돼지 
생산

정학재 174

7. 유전자원 수집/보존/활용

8. 논 이용 식량 안전생산

9.   밭작물 자급률 제고

10.   작물 기능성 및 부가가치 향상

11. 경지이용율 제고 및 친환경 작물생산

12.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생산성 향상



어젠다 연구성과명 담당자 페이지

15
유전체 정보활용 송아지 면역
기능증진 목표단백질 발굴

채한화 176

15
한국 토종닭의 유전체 수준 계
통도 작성 및 가축화 유전자 
발굴

이경태 178

15 희소 한우 유전자원 증식 기술 고응규 180

16 능력이 우수한 한우와 젖소 
씨수소 선발

최태정 50

16 육질이 우수한 ‛우리흑돈’ 김두완 52

16 초지조성에 알맞은 톨 페스큐 
신품종 ‛그린마스터2호ʼ

이상훈 54

16 국내산 조사료의 사료가치 
증가 기술

기광석 82

16 한우 암소의 고급육 생산기술 장선식 104

16 돈군 성장균일도 증진 기술 홍준기 106

16 부실한 산지초지의 생산성 향
상기술

정종성 108

16 국내산 승용마 털색 고정 및 
얼루기 유전체 분석

김남영 182

17 공기공급방법개선을 통한 가
축분뇨 퇴비화 효율 증진

곽정훈 112

17 건습식 통합 혐기소화 시스템 정광화 114

17 취약지역 가축질병 서비스 
이동 동물병원 운영

정영훈 118

17 바실러스세레우스 독소 검출 
바이오센서

오미화 146

어젠다 연구성과명 담당자 페이지

18
생체내 유도만능줄기세포 이
식을 통한 조직재생 모니터링 
시스템

고정재 196

18
인삼의 진화와 이질사배체구
조 구명

양태진 184

18
고추 유전체를 이용한 매운맛
의 진화연구

최도일 186

18
식물유래 폴리페놀배당체를 
활용한 화장품 소재 

임융호 188

18
생체 기능성 물질 선발 및 
epitope tag 개발 

서주원 190

18
융합기술을 이용한 다기능 고
활성 바이오촉매 

김경규 192

18
식물 유도 저항성에서의 후성 
유전학적 조절 네트워크 구명

Dominiqui 
Anaud 194

19
주요 과수와 약용작물의 미래
재배지 예측지도

손인창 80

20 일시수확형 동부신품종 '옥당' 김동관 84

20
새로운 지역특화작목 가시엉
겅퀴

김창수 86

20 발효생햄의 지역 명품화 성필남 110

20 농식품 부산물 사료화 기술보급 오영균 116

20
개도국에서 희망을 꽃피우는 
맞춤형 농업기술

진민아 212

20
우리나라와 남반구를 잇는 글
로벌 농업협력 네트워크 완성

정현정 214

20
사전경제성 분석을 통한 R&D  
과제의 효율적 추진 기반 조성

고현석 216

20
농업의 6차산업화 실태조사
를 통한 활성화 기반 구축

황대용 218

부록  228 

13. 인삼특작 안정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

14.   원예특작 생산 환경 연구 및 현장 실용화

15. 가축유전자원 확보 및 신소재 개발 연구

16. 가축 생산성 향상

17.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

18. 생명공학 실용화 기술 공동연구

19. 기후변화 적응기술 공동연구

20. 국제농업기술협력, 농업기술경영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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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구기관 페이지

강천식 식량원 16

고응규 축산원 180

고정재 차의과학대 196

고지연 식량원 76

고현석 본청 216

곽정호 원예원 40

곽정훈 축산원 112

권순우 농과원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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