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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 육성

Part  Ⅰ 

누에 무늬, 고치색으로 암수감별 가능한 ‘한별누에’ 및  

오디균핵병에 강한 ‘대찬뽕’ 육성

메주 토종 곰팡이 다양성확보와 종균개발로 국가 생물주권 확립

내탈립·다수성 밭밑용 콩 ‘청자4호’

식미 우수, 고당도, 덩굴쪼김병 저항성 고구마 신품종 ‘호감미’

껍질째 먹는 무핵 청포도 ‘샤이니골드’ 개발

배, 감 산업 경쟁력 제고 신품종 육성

수입대체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보급

인삼 고품질 내재해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

수입품종 대체를 위한 양송이 국산품종 개발 및 보급 

2015 우수품종 대통령상 사료작물 ‘코윈어리’

삼채의 기능성 평가 및 맞춤형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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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누에┃ 누에 유충무늬

전통양잠은 실크를 생산하는 누에를 키우는 용도로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누에의 기능성과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를 생산하는 기능성양잠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누에는 암수를 구분하여 수번데기는 성기능 강화 등의 

기능성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다. 일반 누에에서는 암수감별 노력이 많이 들고, 

쉽지 않아 기능성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  ‘한별누에’는 암수감별이 쉬워 

누에씨 생산비용이 절감되고, 기능성 제품의 품질향상이 가능하다. 오디 생산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디균핵병으로 ‘대찬뽕’은 오디균핵병 저항성 

품종으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한별누에’와 ‘대찬뽕’은 양잠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별누에┃ 누에고치 대찬뽕┃ 결실모습

01 
Part Ⅰ

Breeding of sex-limited silkworm ‘Hanbyul’ and  
Popcorn disease resistant mulberry ‘Daechan’

누에 무늬, 고치색으로 암수감별 가능한  

‘한별누에’ 및 오디균핵병에 강한 ‘대찬뽕’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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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성규병, 063-238-2844, truekbs@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유충의 무늬와 고치색으로 암수감별 가능한 ‘한별누에’ 육성 및 활용

수번데기는 성기능 강화제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으나, 누에의 암수 감별이 어려워 

값비싼 수번데기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육성한 

누에 품종은 암수 감별이 쉬워 수번데기 생산이 활성화되고, 암수 감별이 쉬워 

누에씨 품질이 향상되며, 누에씨 생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암수감별노력이 

70%이상 절감되어 생산비가 10% 정도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별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품종을 정책제안 하였으며, 누에 교배 원종 증식 및 이용촉진사업을 

통하여 보급을 촉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오디균핵병에 강한 ‘대찬뽕’ 품종 육성

대찬뽕은 오디균핵병에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안정적으로 오디 생산이 가능하므로 

품종보호출원과 동시에 통상실시를 통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50% 공급될 경우 연간 

농가 소득이 100억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유충의 무늬와 고치색으로 암수감별 가능한 누에 품종 ‘한별누에’

누에의 암수 구분은 누에 유충 또는 번데기의 생식기의 차이에 의해 암수 감별이 가능하지만 

유충상태에서는 몸이 커지는 5령과 번데기 때 생식기의 관찰에 의해 구분하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별누에 유충기때의 무늬가 있는 것은 암, 없는 것은 수컷이고, 

고치색이 노란 것은 암, 흰색은 수컷이므로 숙련되지 않은 사람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오디균핵병에 강한 ‘대찬뽕’ 품종 육성

오디균핵병은 꽃이 필 때 감염이 되어 익을 무렵 병에 걸린 오디가 회색으로 변하여 전혀 먹을 

수 없는 곰팡이 병으로 오디 생산에 있어 20~30% 정도의 피해를 주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찬뽕’은 오디균핵병에 매우 강한 특성을 갖고 있어 오디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품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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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누에┃ 누에 유충무늬

전통양잠은 실크를 생산하는 누에를 키우는 용도로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누에의 기능성과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를 생산하는 기능성양잠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누에는 암수를 구분하여 수번데기는 성기능 강화 등의 

기능성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다. 일반 누에에서는 암수감별 노력이 많이 들고, 

쉽지 않아 기능성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  ‘한별누에’는 암수감별이 쉬워 

누에씨 생산비용이 절감되고, 기능성 제품의 품질향상이 가능하다. 오디 생산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디균핵병으로 ‘대찬뽕’은 오디균핵병 저항성 

품종으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한별누에’와 ‘대찬뽕’은 양잠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별누에┃ 누에고치 대찬뽕┃ 결실모습

Part Ⅰ

02

●  국내 유통 장류 제조 종균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도입된 것으로 

일부 기업에서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외에 소규모 업체나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종곰팡이 종균은 개발되지 않음

●  전국의 메주로부터 토종곰팡이를 선발하고 특성을 분석해 구수한 전통 

장맛을 내는 곰팡이 종균(KACC 93210) 개발

메주 토종 곰팡이 다양성확보와  

종균개발로 국가 생물주권 확립

토종메주곰팡이 종균(KACC 93210) 발효 메주

Collection and starter development of Meju endemic f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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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다양한 메주로부터 토종곰팡이 101종 1,479균주를 수집하고, 장류 

제조 특성이 우수한 10종의 곰팡이를 선발하여 특허 출원

●  전통 메주에서 분리한 ‘황국균 KACC 93210’은 기존 균주 대비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과 

아스파르트산을 1.3배~1.5배 생산

●  아플라톡신 등 어떤 곰팡이 독소도 생성하지 않아 안전하면서도 전통 재래장류와 같은 맛을 

낼 수 있음

●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세계적으로 보고된 어떤 종균과도 유전적인 차이를 나타냄. 한국 

토종균임을 확인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홍승범, 063-238-3025, funguy@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  메주 토종 곰팡이 종균 특허출원(10-2014-0156099), 기술이전(기술이전 계약금, 

26.28백만원) 및 시제품 생산

●  이 종균을 이용하여 장류를 생산하고자 하는 장류 업체나 농가는 국내 종국회사에서 

구매 가능

주요 아미노산 생성 비교 토종곰팡이 종국 시제품 개발 및 공급

용어설명
1) 종균(種菌, seed culture): 각종 발효산업에 이용되는 미생물 씨앗

2) 종국(種麴, mold starter): 미생물을 곡물에 배양해 포자를 형성시켜 건조한 것으로 발효 시에 종균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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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누에┃ 누에 유충무늬

전통양잠은 실크를 생산하는 누에를 키우는 용도로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누에의 기능성과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를 생산하는 기능성양잠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누에는 암수를 구분하여 수번데기는 성기능 강화 등의 

기능성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다. 일반 누에에서는 암수감별 노력이 많이 들고, 

쉽지 않아 기능성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  ‘한별누에’는 암수감별이 쉬워 

누에씨 생산비용이 절감되고, 기능성 제품의 품질향상이 가능하다. 오디 생산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디균핵병으로 ‘대찬뽕’은 오디균핵병 저항성 

품종으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한별누에’와 ‘대찬뽕’은 양잠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별누에┃ 누에고치 대찬뽕┃ 결실모습

Part Ⅰ

Shattering tolerant black soybean cultivar ‘Cheongja4’

콩은 대부분 두부, 장류, 나물 등 1차 가공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지만 

검은콩은 종자모양을 갖춘 그대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콩에 비하여 종자의 외관특성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도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성숙이 늦고 쓰러짐에 약한 재래서리태의 단점을 보완하여 재배하기 

쉽도록 개량한 ‘청자3호’는 병과 쓰러짐에 강하지만 종자껍질이 터져 상품성이 

떨어지고 성숙된 후 콩알이 잘 튀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자 연구한 결과, 콩이 성숙한 후에도 콩알이 잘 튀지 않고 껍질이 

터지지 않으며 소출이 많은 ‘청자4호’를 개발하였다.

내탈립·다수성 밭밑용 콩 ‘청자4호’

청자4호 청자3호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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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재배하기 쉬운 다수확 검정콩 보급으로 소득증대

‘청자4호’는 농가실증재배와 종자증식단계를 거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될 

전망이다. 농가 수량을 품종의 생산능력의 60%로 보면 ‘청자4호’의 보급으로 단보당 

34kg의 생산량증가가 기대되며 약 29만 7천원의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알이 굵으면서 잘 튀지 않는 검정콩 개발

‘청자4호’는 100알 무게가 30g이 넘는 굵은 콩이면서도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는다. 다 익은 

꼬투리를 건조기에 넣어두면 터진 꼬투리가 ‘청자3호’에 비해 1/10에 불과하다. 또, 여러 해 

동안의 개발과정에서 ‘청자3호’처럼 종자껍질이 터지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병과 쓰러짐에 강하여 재배하기 편한 다수성 품종의 개발

‘청자4호’는 속푸른 검정콩으로 불마름병과 쓰러짐에도 강하여 재배가 용이하며, 단보당 

314kg의 수량을 보여 ‘청자3호’보다 23% 증수한다. 꼬투리 맺히는 위치가 높아 기계수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콩알이 굵어 기계탈곡에 따른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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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자4호 초기생육 및 성숙기 초형 청자4호 청자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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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누에┃ 누에 유충무늬

전통양잠은 실크를 생산하는 누에를 키우는 용도로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누에의 기능성과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를 생산하는 기능성양잠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누에는 암수를 구분하여 수번데기는 성기능 강화 등의 

기능성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다. 일반 누에에서는 암수감별 노력이 많이 들고, 

쉽지 않아 기능성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  ‘한별누에’는 암수감별이 쉬워 

누에씨 생산비용이 절감되고, 기능성 제품의 품질향상이 가능하다. 오디 생산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디균핵병으로 ‘대찬뽕’은 오디균핵병 저항성 

품종으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한별누에’와 ‘대찬뽕’은 양잠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별누에┃ 누에고치 대찬뽕┃ 결실모습

Part Ⅰ

A new sweetpotato variety ‘Hogammi’ with good taste,  
high sugar content and resistance to Fusarium wilt

고구마는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10a당 소득도 1,693천원(’14)으로 높다. 고구마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000년 

21.4톤/ha에서 2014년 15.7톤/ha으로 26% 이상 감소하였는데 이는 식미는 

우수하나 병해충에 약한 품종의 재배면적이 확대된 것이 주원인이다. 신품종 

‘호감미’는 식미와 상품성이 우수하며 덩굴쪼김병에 강하고 수량성도 높아 

소비자와 농가 선호도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감미’는 

2017년부터 국립식량과학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을 통해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며 국내 육성 품종 재배면적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미 우수, 고당도, 덩굴쪼김병  

저항성 고구마 신품종 ‘호감미’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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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호감미’ 품종의 주요 특성(’16, 품종출원)

‘호감미’의 껍질색은 홍색, 육색은 담주황색이며, 찐고구마 육질은 점질, 괴근 모양은 

장방추형이다. 생고구마 유리당 함량과 찐고구마 당도(Brix)가 표준품종인 ‘율미’ 대비 각각 

28%, 11% 높다. 생고구마의 베타카로틴 함량이 9.8mg/100g dw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덩굴쪼김병 저항성은 중강, 뿌리혹선충 저항성은 중정도이다.

소비자 및 농가 선호형 고구마 품종 ‘호감미’

최근 소비자는 당도가 높고 식미가 우수한 고구마 품종을 선호하고 있으며 고구마 재배지 

수량저하의 주원인인 덩굴쪼김병에 대한 품종의 저항성은 농가의 품종 선택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호감미’는 식미가 우수하고 덩굴쪼김병에 강해 덩굴쪼김병에 약한 외래품종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이형운, 061-450-0141, leehu79@korea.kr

용어설명
덩굴쪼김병 : 곰팡이병이며 감염될 경우 묘가 자라지 못하고 위축되며 줄기가 부풀어 쪼개지거나 심하면 전체가 썩어 

고사한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식미 우수 내병성 고구마 품종 보급으로 농가 생산성 증대

‘호감미’ 재배시 덩굴쪼김병에 약한 외래품종 대비 10a당 600kg 이상 수량이 증수되어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크며, 덩굴쪼김병 피해로 인한 고사주 보식 비용 등 생산비도 

절감할 수 있다. ‘호감미’는 2017년부터 국립식량과학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을 

통해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다.

‘호감미’ 찐고구마 ‘호감미’┃덩굴쪼김병 발생 포장 식미우수 외래 품종┃덩굴쪼김병 발생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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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칠레와의 FTA 협상을 시작으로 농산물 수출 강국과의 FTA가 

체결되면서, 국내 포도 재배면적은 2003년 24,801ha에서 2014년 16,348ha로 

10년 동안 34% 감소했으며 신선포도 수입량은 같은 기간 11,331톤에서 

59,260톤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칠레, 페루, 미국 및 중국 등과의 FTA 체결에 

대응하여 국내 포도 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품종을 

육성하고 보급하는 일이 필요하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2015년 개발한 

‘샤이니골드’ 품종은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청포도이므로 흑색·적색 품종에 비해 여름철 고온에 의한 

착색불량과 발생이 적어 재배농가에서도 선호하는 특성을 가졌다.

Development of seedless grape ‘Shiny Gold’

05 껍질째 먹는 무핵 청포도 

‘샤이니골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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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품종: 생물 분류상, 종(種) 아래에 두는 단위의 하나. 같은 종에 속하는 생물로, 아종이나 변종, 또는 유전적인 개량에 

의하여 생긴 새로운 개체의 집단

신품종보호제도 : 신품종 보호제도는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사람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저작권과 같이 그 권리자에게 신품종에 관련된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임

연구성과의 핵심은?  

씨가 없고 당도 높은 ‘샤이니골드’ 품종 개발

‘샤이니골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2001년 ‘타노레드’ 품종에 ‘힘로드’ 품종을 교배하여 

얻은 실생 중에서 2015년 최종 선발한 품종이다. 숙기는 8월 하순으로 조생종이고 

포도송이 무게는 330g, 포도알의 무게는 3.8g이다. 당도는 19.5°Brix, 산함량은 0.54%이고 

포도껍질이 얇아 껍질째 먹어도 식미가 매우 우수하다. 다수성 품종으로 착립, 착방이 잘되고 

꽃떨이현상과 열매 터짐 현상이 적어 재배관리가 쉽다. 성숙 이후 포도알이 떨어지는 현상이 

적고, 나무에서 품질이 오랫동안 유지되므로 수확 시기 분산이 가능하다.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허윤영, 063-238-6743, yyhur76@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소비자 선호도 높고 재배 쉬운 품종 보급으로 포도 산업 경쟁력 높인다.

‘샤이니골드’ 품종은 2016년 품종보호출원되었고, 재배심사, 품종보호권등록, 

통상실시 과정을 거쳐 묘목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선호도 높고 재배가 

쉬운 품종 보급으로 국내 포도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샤이니골드 ‘샤이니골드’ 나무특성 및 과실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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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배와 단감을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시기는 추석이라고 말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추석은 9~10월로 해마다 조금씩 달라져 주 재배 품종인 신고(83%, 

배)와 부유(82%, 감) 같은 편중재배로는 추석이 9월에 해당되면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유통이 어렵다. 특히, 품질이 저하된 과실의 유통은 배, 감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숙기가 다양한 품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이른 

추석에 성숙되는 배 ‘아람’과 조생종 완전단감 ‘신풍’ 등을 육성하였다.

Breeding of new cultivars to reconsider the  
industry competitiveness of pear and sweet persimmon.

06 배, 감 산업 경쟁력 제고  

신품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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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배, 감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소비자를 위한 품종에서 시작된다.

배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숙기의 배, 감 품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추석 고급 선물용으로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중생종 배 ‘아람’, 생리장해가 

적고 빨리 성숙하면서 과육에 갈반이 없는 완전단감 ‘신풍’을 육성하였다. 또한, 중간모본으로 

극조생 껍질째 먹는 배 ‘원교 나-극조생1’과 검은별무늬병 저항성 ‘원교 나-흑성4’를 

육성하였고, 감은 수꽃이 착생되어 수분수로 활용할 수 있는 중생종(10월 상순) 완전단감 

‘원교 바-단수2’를 육성하였다. 이 품종들은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아 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유망품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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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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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소비자 맞춤형 품종 육성과 신품종 조기 보급으로 배, 감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배 ‘아람’, 단감 ‘신풍’ 등이 통상실시 되면 1.3천ha(’13)에 달하는 신품종의 보급면적이 

3.5천ha(’17)까지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성한 배, 감 신품종에 대한 소비자 대상 

홍보행사 및 소비자 반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종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배, 

감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람(배) 원교 나-극조생1 원교 나-흑성4 신풍(단감)

용어설명
통상실시권 : 품종보호권(또는 산업재산권)의 권리자(농촌진흥청)가 타인(과수묘목 생산업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시(묘목생산 및 판매)하게 하는 권리

완전단감 : 과실 전체가 떫은 맛이 없는 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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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문화 확산으로 약용작물의 재배·생산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나 약용작물 

국내수요의 50%를 수입에 의존(식품용 75%, 의약용 25%) 하고 있어 수입의존 

약용작물의 고품질 우량 신품종 육성과 약용작물 우수종자 보급 확대를 위한 

효율적 방안강구가 시급한 실정으로 단삼, 지황, 감초 등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약용작물의 고품질 다수성 신품종 육성을 수행하여 각각 3품종의 

신품종을 육성하였으며 우수종자의 대량생산·조기보급을 위하여 농진청, 

지역특화작목연구소 등 16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11~’15년도에 속단 

등 43작목을 농가에 중점적으로 보급한 결과 국내 우량종자의 농가 보급률을 

19.3% 로 향상시켰다.

Development and supply of new varieties for import  
substitution in medicinal crop

수입대체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보급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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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약용작물 단삼, 지황, 감초 등 3작목의 고품질 다수성 신품종을 

육성하였습니다.

단삼, 지황, 감초는 약용작물 중에서도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대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약용작물로 단삼의 경우 최초 육성된 표준품종 ‘다산’은 건근수량이 365kg/10a로 기존 재래종 

대비 29% 증수되었으며 지황 ‘세강’은 건조 등 가공적성이 우수한 신품종으로 생근수량은 

2,195kg/10a로 지황1호 대비 8% 증수되었으며 Glycyrrhizin 함량이 3.0%로 높으며 

건근수량이 539.9kg/10a로 만주감초 대비 2배 증수 되는 감초 신품종 ‘다감’ 등 고품질 다수성 

품종을 육성하였습니다.

육성 품종 및 우량종자를 지역특화작목연구소와 연계하여 농가에 조기보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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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식하고 채종하여 보급하는 공동연구 사업을 수행하여(’11~’15) 속단 등 43작목을 농가에 

중점 보급하여 ’10년 7%대 였던 국산 우량약용작물 종자의 보급률을 ’14년에는 19.3%로 

향상시켰습니다.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김영국, 이상원, 이정훈, 043-871-5565, kimyguk@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국산품종 개발 및 농가 조기보급을 통해 국산 약용작물 보급률 향상과 생산액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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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며 현재 1조1천억원대의 약용작물 총생산액을 2022년까지 

2조원대로 2배 이상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단삼 ‘다산’ 지황 ‘세강’ 좌-다감, 우-만주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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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풍천명천풍

인삼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염류장해 및 각종 병해 

피해와 다수확을 위한 많은 양의 퇴비 투입으로 인해 생리장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해저항성과 환경적응성이 

높은 고품질의 품종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적변 

저항성·다수성·고온저항성을 갖춘 인삼 신품종 ‘천명’을 개발하였다. 또한 

우량 신품종의 조기보급을 위하여 각도 농업기술원와 공동으로 ‘천량’ 등 

13품종 및 우량계통의 현장 평가회를 실시하였고, 전국 6개소에 종자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우량 신품종 보급 확대에 기여하였다.

Development of novel varieties of high quality and 
 environmental tolerance on ginseng

인삼 고품질 내재해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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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적변저항성·다수성 인삼 ‘천명’ 개발

‘천명’은 열매색이 분홍색으로 적색, 노란색을 가진 품종과 확연히 구별되며, 재래종에 비해 

수량이 10% 많고, 인삼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적변 발생률을 30% 정도 감소시켜 

고품질 인삼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삼 우량 신품종 농가 조기 보급체계 확립

증식 배율이 낮은 인삼 우량 신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에 조기 보급하기 위해 ‘천량’, 

‘고원’, ‘천명’ 등 농진청 개발 품종 및 우량계통의 현장평가회를 개최하였고, 전국 6개소에 

종자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고품질 재해저항성 우량 신품종 보급 확대에 기여하였다.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김영창, 043-871-5506, ycpiano@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인삼 우량 종자 보급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균일한 원료삼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인삼 재해저항성 우량 신품종 보급을 통해 균일하고 표준화된 원료삼의 상품화율이 

5% 향상되고, 재래종을 10% 대체할 경우 원료삼 안정 생산이 가능하여 농가 소득을 

160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명’ 재배 포장 신품종 현장평가회 언론 보도

용어설명
염류 : 산(염소, 질산 등)과 염기(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가 결합된 것으로, 염류 농도가 높을 경우 인삼 생육이 

불량하고 심하면 말라죽음

적변삼 : 인삼 뿌리의 표피 조직이 적색으로 변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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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양송이는 한해 평균 약 10,000여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시판되는 버섯 중 5번째로 생산량이 많고 생산액은 4번째로 많은 790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되는 대부분 버섯 품종은 유럽 및 미국의 

글로벌 기업품종들이 차지하여 국내 육성 개발 품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2010년부터 국내 재배환경에 맞는 ‘새도’ 등 6품종을 

개발하여 양송이버섯 주산지인 ‘부여’, ‘경주’ 등을 중심으로 약 100여 농가에 

실증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국산 양송이품종이 37%로 보급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 국산품종 중 ‘새도’ 품종은 55%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리에 보급되고 있다.

Development of new variety to substitute imported one in button 
mushroom (Agricus blsporus)

수입품종 대체를 위한  

양송이 국산품종 개발 및 보급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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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실증재배 : 연구소나 기관에서 육성된 계통이나 품종을 농가 재배환경에서 재배적 및 형태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하는 재배  

연구성과의 핵심은?  

양송이 국산품종 보급으로 2010년 대비 보급률 9배 향상

국산품종 보급을 확대하기위해 국산품종 보급이 저조한 충남 보령, 대구 하빈 지역에 

국산품종을 알리는 ‘순회품종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지역별로 외국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각각 경주 50, 보령 50, 대구 13농가에 국산품종을 실증재배하여 국산품종의 

우수성을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특히 유통과 소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차 소비자인 

중간상인과 함께 ‘현장평가회’를 진행하여 국산품종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 결과로 국산 품종 

보급률이 26.1%(’14)에서 37%(’15)에 향상되었다. 이 중 ‘새도’품종은 재배해본 대부분의 

농가에서 외국 품종보다 균사배양이 우수하여 재배하기 쉬운 품종이라고 평가를 받아 현재 

인기리에 보급되고 있다.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오연이, 043-871-5707, o5ne2@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국산 양송이품종보급으로 로열티 절감한다.

국산 양송이품종은 현재 ‘새도’품종까지 2015년도 품종보호 등록되었고, 현재 ‘새한’, 

‘호감’품종이 품종보호로 재배심사 중에 있다. 국산 양송이품종은 모두 5개의 종균업체에 

총 18건 7,334천원 통상실시 되었으며 대부분의 농가에서 종균구입이 가능하다. 국산 

양송이품종 중 특히 ‘새도’품종은 균사배양이 우수하여 국내재배환경에서 재배가 쉽고 

외국 품종만큼 버섯 형태가 우수하여 해외 로열티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경주지역 대구지역 보령지역

품종
개체중

(g)

갓(mm) 대(mm) 경도(N) 명도(L-value)

직경 두께 굵기 길이 갓 대 갓 대

새도 31.6 48.5 27.3 19.7 41.7 4.3 4.1 89.9 78.5

외국품종 20.2 42.0 23.8 15.7 40.0 4.2 3.8 90.9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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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생산성 향상(16)-초지사료 생산성 향상 및 이용기술 개발(59)

사료가치가 우수하고 가축이 잘 먹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재배지역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위에 강하고 수확시기가 빠른 조숙 내한성 

품종을 육성하고 국내 종자산업체에 기술이전 및 종자산업 활성화로 IRG 

안전재배지역을 남부지역에서 중북부지역까지 확대함

Presidential Award, ‘Kowinearly’ in 2015  
Superior Variety Contest of Korea

2015 우수품종 대통령상  

사료작물 ‘코윈어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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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재배지역을 남부지역 → 중북부지역까지 확대

●  양질조사료 생산 확대로 가축 사료비 절감 및 곡물자급률 제고

   - 기존품종 대비 ‘코윈어리’의 생산성 향상으로 조수입 증가 : 600천원/ha

    * 품종 간 생산성 비교(’12~’13, 축산원) : 기존품종 대비 1.5톤/ha 많음

●  개발품종의 기술이전 및 실용화

   - 코윈어리 산업체 기술이전 : 통상실시 11건

   - 코윈어리 종자보급 : (’10) 228톤 → (’12) 625 → (’14) 626 → (’15) 843

    * 2015년 국내 개발 IRG 품종 종자보급량(1,251톤)의 67%를 차지함

   - 코윈어리 재배면적 : (’11) 5.3천ha → (’13) 13.5 → (’15) 21.1

연구성과의 핵심은?  

추위에 강하고 수확이 빠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코윈어리’ 개발

●  월동기간 중 이상한파 시 재배안전성 향상(경기 연천, 2005~2006)

   - 월동률: 외국품종 Florida80(43~57%) → 코윈어리(85~93%)

    * 월동률 향상으로 기존품종보다 건물수량 77~114% 증수효과

●  재배지역 확대 : 남부지역 → 한강 이남전역(1월 최저평균기온 –10℃ 이상)

●  재배작형 : 전작 및 답리작(논 이용 벼 후작 2모작 재배) 

●  수확시기 : 5월 상중순(건초 및 사일리지 생산, 가축의 조사료로 이용)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최기준, 041-580-6740, choigj0317@korea.kr

‘코윈어리’ / 수입품종 휴경 논 이용 안전재배 조사료 수확작업(2016.5.31.)

<중부지역 논에서 고품질 양질조사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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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채는 2010년도 국내에 도입된 이후, 뿌리 부위가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신소득 작물로 주목받아 활발히 재배되고 있다. 삼채의 기능성은 입소문으로 

전달되면서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삼채의 기능성을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 중심으로 평가하였고, 잎(혈당 31%↓, 뼈 건강  35%↑, 천식 

50%↓)과 발효 뿌리(체지방 18%↓)에서 부위 및  가공에 따라 다른 기능성이 

관찰되었다. 또한 기능성 삼채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11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기술이전을 통해 업체가 소비자들의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삼채 제품이 6차산업화와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valuation of Allium hookeris functionality and  
development of its products 

11 삼채의 기능성 평가 및  

맞춤형 제품 개발

제품 개발

기능성 실험

1:1 기술상담

생리활성 구명

현장 소통

국제학회 발표

삼채의 기능성 홍보

영농 활용



PartⅠ 종자산업 육성 31

연구성과의 핵심은?  

삼채의 부위 및 가공에 따른 생리활성 평가와 제품 개발

삼채 잎은 저장 및 유통 등의 문제로 잘 이용되지 못하고 뿌리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삼채 뿌리도 유황 함량이 많아 냄새가 강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공이 

필요했다. 따라서 삼채의 신소재 창출을 위해 삼채 잎과 발효뿌리를 가지고, 세계적인 주요 

사망원인 질환들에 대한 예방 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삼채 잎은 혈당 감소, 골밀도 향상 

및 천식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발효삼채 뿌리는 체지방 감소효과가 우수하였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특허 11건, 기술이전 2건, 논문 2건과 국내외에 연구결과를 홍보하였으며,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식품과 이성현, 063-238-3504, lshin@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삼채를 이용한 맞춤형 제품 개발

삼채는 부위 및 가공방법에 따라 기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질환 및 반건강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삼채의 섭취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채 잎은 고유의 

색을 이용해서 식품의 기능성 색소로 사용될 수 있고, 잎과 뿌리는 초코파이 및 

라면에 첨가되어 어린이나 노인뿐 아니라 세계인의 영양 간식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삼채의 부가가치가 향상되었고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제품 생산과 6차 

산업화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삼채 잎·뿌리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성과 6차산업화 국제저서

용어설명
삼채는 인삼 맛을 내면서 어린 인삼을 닮았다 하여 ‘蔘菜’, 단맛, 쓴맛, 매운맛이 난다하여 ‘三菜’ 또는 뿌리부추로 불리는 

파속식물이다.  



01 흰잎마름병 K3a 균계에 강한 최고품질 벼 ‘해품’

02 색 변함이 없는 보리밥, 쌀보리 ‘영백찰’

03 제주 맥주의 산업화 선도, 맥주보리 ‘백호’

04 간편 즉석밥 ‘미소미’, 건강 현미밥 ‘보드라미’

05 벼 키다리병 저항성 유전자를 찾다

06 고객 선호도에 맞춘 양파 ‘스위트 그린’

07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배, 단감, 매실 신품종

08 해외서 인기많은 스프레이 국화

09 뿌리가 굵고 병에 강한 인삼 ‘고원’

10 다양한 크기와 색깔의 사과

11 껍질째 먹는 씨없는 포도 ‘홍주무핵’

12 FTA 대응 경쟁력 우위 감귤 ‘신예감’, ‘탐도3호’, ‘설봉미’

13 구근화훼류 국산품종 농가 보급률 향상

14 로열티 버는 우리버섯 신품종

15 빨리 수확하고 당도높은 키위(참다래) ‘골든볼’

16 곶감용 ‘은풍준시’에 적합한 수분수 ‘사랑시’

17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

18 고객중심의 농업유전자원 정보시스템

19 꿀 수집 능력이 뛰어난 꿀벌 육성

20 사과 유전자원 반영구 동결보존

종자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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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쌀 파스타 전용 품종 ‘새미면’ 

당도가 높고 식미가 우수한 단옥수수 ‘백금옥’

숙기 다양화 내병 다수성 찰벼 품종 육성

콤바인 기계수확에 적합한 팥 줄뿌림 재배기술

장수형 밀 유전 특성규명 및 장수형 밀 이용 가공제품 개발

벼 키다리병 저항성 품종개발을 위한 유전자 탐색

식용피의 건강기능성 구명 및 신품종 ‘보라직’ 개발

고부가가치 감자 가공식품 개발

감자 내염 및 내건성 검정시스템 개발

해수면 상승에 따른 농경지 범람·염류화 피해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개발

새로운 사료자원인 케나프 최적 생산기술 개발

미니단호박 무가온 2기작 재배기술 개발

식량자급률 향상

Part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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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e pasta-spaghetti and macaroni using ‘Saemimyeon’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쌀 파스타 전용 품종 ‘새미면’ 

쌀 가공전용 ‘새미면’을 이용한 쌀 파스타(스파게티, 마카로니면)

가공용 특수미 품종으로 개발된 ‘새미면’은 일반 벼에 비하여 아밀로스 

함량이 높아 쌀면 등의 식료품 생산 원료곡으로 적합하며, 쌀 생산량이 높아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은 물론 가공산업체의 원료곡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병해충 저항성 및 재배 안정성을 가지므로 재배상 관리가 편리한 쌀 

가공전용품종이다.

‘새미면’의 백미 및 현미 쌀가루를 이용하여 제조된 쌀 파스타 면은 기존 

듀럼밀로 제조된 수입 파스타 면과 매우 유사한 요리 특성을 보임과 동시에  

쌀이 갖는 우수한 영양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쌀 파스타 면은 냉동 또는 건조 

형태로 유통이 가능해 장기 보관이 가능하며, 롱(long) 파스타 면인 스파게티면 

뿐만 아니라 쇼트(short) 파스타 면인 마카로니 면을 제공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파스타 요리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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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쌀 파스타 가공전용품종 ‘새미면’(’16 식물특허 출원)

기존의 쌀가공 전용품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쌀 생산량으로 인하여 원료곡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한 병해충 저항성 및 재배 안정성이 낮아 산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새미면’은 아밀로스 함량이 높아 제면 등의 가공 식품 제조에 적합하며, 재배안정성과 

수량성이 높아 원료곡의 가격 경쟁력에 대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쌀 가공 전용품종이다.

‘새미면’을 이용한 쌀파스타면 제조(’16 특허출원)

‘새미면’을 이용한 쌀 파스타는 현미 및 백미 쌀가루 99%의 고품질 파스타면으로서, 형태에 

따라 쌀 스파게티와 마카로니로 생산된다. 쌀 스파게티는 냉동형태로 유통이 가능하여 

학교급식 등 대량소비가 가능한 단체급식에 적합하고, 마카로니는 건조식품으로 유통이 

가능하여 다양한 형태의 파스타 요리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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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소비자 선호 가공품 생산 및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새미면’은 농가와 산업체 간 계약재배를 추진해 쌀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산업체 역시 원하는 가공용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생산단지 조성과 함께 

학교 및 외식전문점들을 중심으로 수요처 확대를 할 계획이다. 현재 파스타 수입액은 

5,300만 달러(3만 7천 톤)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일부 쌀 파스타로 바꾸면 

수입대체는 물론 우리 쌀 소비 촉진까지 기대된다.

‘새미면’ 성숙기 ‘새미면’전분립(1.5K) 쌀 스파게티 쌀 마카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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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옥’은 황색과 백색의 혼합색 이삭을 가지고 있어 풋단옥수수로 이용하기에 

시각적으로 모양이 좋고 이삭이 대비품종(단옥3호)보다 길며 당도가 19.5˚Bx로 

높아 식미가 우수하다. 수염이 나오는 시기가 찰옥수수보다 일주일이상 빨라 

다른 작물과 작부체계 운영이 쉬우며 대비품종(단옥3호)보다 도복에 강하여 

재배안정성이 향상되었다. ‘백금옥’의 수량성은 ’12~’15년 수원, 홍천, 청주, 대구, 

진주 등 5개지역에서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삭수는 6,411개/10a로 

대비품종(단옥3호)보다 많았고, 이삭중은 1,141kg/10a로 대등하였다. 강원도 영월에서 

실시한 채종시험에서 ‘백금옥’의 모본과 부본의 개화기가 잘 일치하여 종자생산에 

문제가 없었다. 향후 ‘백금옥’은 종자증식 후 현장실증시험을 거쳐 현장적응성을 

평가하고 종자 생산·판매 실시권을 민간에 이양하여 전국에 보급될 예정이다.

02 
A sweet corn hybrid with good eating quality and  
high sugar content, ‘Baekgeumok’

당도가 높고 식미가 우수한  

단옥수수 ‘백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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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출사일수 : 파종 후 수염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

착수고율 : 옥수수 전체 높이와 맨 윗 이삭이 달리는 높이의 비율 

이렇게 활용됩니다

단옥수수 수입대체 및 농가소득향상

● ‘백금옥’보급으로 수입종자 대체 효과

   - 수입량 5,500 kg × 단가 50,000원/kg = 275백만원

   ※ 수입 종자량 : ’08년 ~ ’10년 평균, 단가 : 시중 판매가

● 찰옥수수 대비 10a당 44% 농가소득향상

   ※  단옥수수 130만원(조수입 200만원, 경영비 70), 찰옥수수 90만원(조수입 140, 경영비 50)

● 단옥수수는 연중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안정적인 수입 창출 가능

   ※ 단옥수수는 초기 정착단계로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적으므로 가격에 변동이 적음

   ※  찰옥수수 가락동시장 가격변동(`06∼`11년) : 5월 1,995원/kg(최고), 7월 949원/kg(최저)

 
작부체계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 향상

● 짧은 재배기간으로 다른 작물과 작부체계 운영이 쉬워 10a당 소득증가

   ※ 단옥수수+한지형 마늘/양파/배추/들깨/콩/벼 등

● 단옥수수 2기작 재배 시 농가소득 단작대비 약 2배 향상

연구성과의 핵심은?  

당도가 높고 식미가 우수한 단옥수수 ‘백금옥’개발

● 단옥수수 단교잡종

● 조숙종으로 이삭은 황색과 백색 혼합색임

● 당도가 19.5˚Bx로 높고 식미가 우수함

● 모·부본의 개화기가 잘 일치하여 채종이 용이함

● 용도 : 간식용 풋단옥수수

품종명
출사
일수
(일)

키
(cm)

이삭
높이
(cm)

착수
고율
(%)

분지수
(개/주)

도복
(1~9)

이 삭 10a당 수량성

길이
(cm)

폭
(cm)

끝달림률
(%)

이삭수
(개)

이삭중
(kg)

백금옥 63 179 57 32 1.4 2 20.0 4.2 89 6,411 1,141

단옥3호 60 159 56 35 1.3 3 18.0 4.5 90 6,154 1,144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 이진석, 031-695-4043, z981313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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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의 약 85% 이상이 중만생종이 재배되어 수확 등 농작업이 

편중되고, 쌀 집중 출하로 인한 쌀값 하락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조·중생 

벼품종 재배 확대를 통한 숙기 다양화로 농작업 분산 및 농기계 이용 효율성 

제고와 찰벼 등 특수미 재배 확대로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생 다수성이며 병해에 강하고 중산간지 뿐만 아니라 평야지의 친환경 

조기재배가 가능한 가공용 찰벼 품종 ‘운백찰’과 보통기 보비재배에서 이삭패는 

시기가 8월 12일의 중생종으로 줄무늬잎마름병과 흰잎마름병에 강하고 

쌀수량이 564㎏/10a인 다수성 품종 ‘보람찰’을 개발하였다.

Development of Aglutinous Rice Varieties of Disease Resistant and 
High Yielding for Diversifying Maturing Season

숙기 다양화 내병 다수성  

찰벼 품종 육성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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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다수성 찰벼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밥쌀용 재고량 감소

찰벼는 3~4년마다 가격 진폭이 커지며 재고량이 소진되는 9월에 최고가격이 

형성되는 경향있어 중만생종이 수확되어 홍수 출하되기 전에 조생종을 수확하여 높은 

가격이 유지될 때 출하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조·중생 

품종재배로 숙기 다양화로 수확기의 노력 분산과 콤바인 등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신품종 ‘운백찰’은 남부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흰잎마름병에 저항성을 보여 

평야지 재배가 가능하다. 중생종인 ‘보람찰’은 병에 강하고 다수성으로 병해충에 약한 

동진찰을 대체하여 재배시 연간 78억원의 농가소득의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찹쌀 

원료곡의 생산비 절감으로 가공용 원료미 공급 확대로 밥쌀용 쌀의 재고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조기출하용 조생품종 및 중생 내병 다수성 찰벼 품종

‘운백찰’은 출수기가 오대벼와 비슷한 7월 27일이고, 도열병에 중강이며 흰잎마름병에 

강하여 조생종으로 중산간지 재배 및 조기 출하용 평야지재배가 가능하다. 중생종 ‘보람찰’은 

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여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고, 신선찰벼 대비 13% 

증수되는 다수성 품종으로 가공용 원료미 구입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품종명
출수기
(월.일)

흰잎
마름병

줄기길이
(cm)

여뭄비율
(%)

도정률
(%)

쌀수량
(kg/10a)

수량지수

운백찰 7.27 강 65 92.7 72.3 544 109

보람찰 8.12 강 66 82.1 74.6 564 113

신선찰 8. 9 약 85 83.6 73.5 500 100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 남정권, 063-238-5213, namjk725@korea.kr

보람찰 성숙기 찰벼 외관품위흰잎마름병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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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이랑 줄뿌림 파종 팥 콤바인 기계수확

최근 분지수(번 가지 수)가 적어 쓰러짐에 강하고 콤바인 기계수확에 적합한 

직립형(Upright Type)인 신품종(홍언, 아라리)이 개발되어 농가에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팥 재배농가의 기계화율은 파종 23.3%, 수확작업 6.7%로 인력 의존도가 

높아 대규모 생산을 곤란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팥은 콩에 비해 쓰러짐에 

약하고 꼬투리가 낮게 달리고 튀기 쉬워 콤바인으로 수확할 때 예취 높이가 낮아 

예취부에서의 손실율이 증가한다. 넓은이랑 줄뿌림 재배는 조간(심는너비) 40㎝ 

간격으로 밀식 재배하기 때문에 팥이 지표면을 빨리 피복하여 잡초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토양 표면의 요철이 크지 않고, 낮게 예취가 가능하며, 콤바인으로 수확 할 때 

콤바인의 흔들림에 의한 흙의 유입을 막아 오립의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줄뿌림 

재배기술은 기계점파 대비 파종 및 수확작업의 노동력을 42.7% 절감 할 수 있고 26% 

이상 소득 증가 효과가 있다. 팥의 줄뿌림 파종과 콤바인 기계수확 재배기술은 기계화 

체계를 추진하는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Development of Direct Drill Seeding Cultivation  
Technique for Adzuki Bean

콤바인 기계수확에 적합한  

팥 줄뿌림 재배기술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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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직립형 팥의 줄뿌림의 노동력 절감 효과

●  기계점파 대비 42.7% 노동력 절감과 26% 소득 증가 효과가 있다.

●  줄뿌림 재배기술은 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해 보급을 확대할 것이다.

<표> 직립형 팥의 줄뿌림 생력재배기술의 경제성 분석 (천원/10a/1인)

파종방법 수확 방법
노동시간

(시간/10a)
노력비

(천원/10a)
경영비

(천원/10a)
조수익

(천원/10a)
소득

(천원/10a)
소득
지수

기계점파 콤바인 3.71  40.3 172.7 1,506 1,334 110

줄 뿌 림 콤바인 2.60  28.3 190.6 1,785 1,595 120

연구성과의 핵심은?  

직립형 팥의 넓은이랑 줄뿌림 파종 기술

●  넓은이랑 줄뿌림 파종기술은 트랙터 부착 줄뿌림 파종기로 150cm의 넓은 두둑을 만들고 

동시에 이랑너비 40cm, 포기사이 15cm 너비에 2알을 5cm 깊이로 줄뿌림하고 파종기 부착 

진압로러로 다짐한다. 

아라리, 40×10cm 아라리, 40×15cm 아라리, 60×20cm

보통형 콤바인 이용 기계수확 기술

●  보통형 콤바인의 탈곡드럼 속도를 약 500rpm/분으로, 흔들체는 최대로 조정하고 

0.6m~0.9m/초로 작업속도로 수확한다.

줄뿌림 재배 콤바인 수확 줄뿌림 예취높이 높은이랑 예취높이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생산기술개발과 정기열, 055-350-1263, jungk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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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밀 자급률 10% 달성과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질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은 필수적이다. 최근 장수형 밀 계통은 기존의 

품종보다 이삭의 길이가 길며 일수립수가 많고, 천립중이 무거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량증대가 예상된다. 장수형 밀은 일반 품종에 비해 세포의 크기가 

크며 줄기보다 이삭에서 수분흡수능이 크고, 이삭길이와 관련 있는 유전자를 

확인하였다. 장수형 밀은 단백질함량이 12.2%이고, 최고점도가 높아 국수용, 

부침가루와 쿠키용으로 적합하여 관련 가공제품 3종을 개발하였다. 장수형 

밀은 수량증대를 통한 자급률향상과 국산 밀 소비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dentification of genetic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processed products using wheat have long head spike

장수형 밀 유전 특성규명 및 장수형 밀 이용  

가공제품 개발05 

장수형 밀 금강 밀 장수형 밀 금강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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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장수형 밀 재배단지 조성 및 품질특성 구명

장수형 밀을 조기 확대보급을 위해 전남 지역에 채종단지를 조성하여 밀 생산기반을 

구축하였고, 기존 밀 품종보다 58%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농가에서 생산된 장수형 밀은 

단백질 함량이 12.2%이고, 최고점도가 높아 국수용, 부침가루와 쿠키용으로 적합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우리밀 부침가루와 비스켓 등 3개의 가공제품을 개발하였다. 

장수형 밀 유전특성 구명 및 육종 소재 연구 기반 마련

장수형 밀은 이삭길이가 길며 일수립수가 많고, 천립중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일반 품종에 

비해 세포의 크기가 크며 줄기보다 이삭에서 수분흡수능이 크다. 현재 이삭길이와 관련 있는 

18개의 유전자를 확인하여 밀 품종개발을 위한 육종소재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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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남부지역 답리작 재배로 자급률 향상 및 농가소득향상

●  농가소득향상 : 기존 금강밀 대비 단위 면적당 58% 수량 증가

 - 생산성향상 : 금강밀(4.22톤/ha), 장수형밀(6.68톤/ha, 58% 증수)

 - 농가조수입 2,583,000원/ha 증가 : 2.46톤/ha(증가량)×1,040원/kg

장수형 밀 재배단지 길이관련 유전자 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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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키다리병은 Gibberella fujikuroi에 의해 발생되는 곰팡이 병으로 일반적으로 

논 밖에서 보면 비정상적으로 벼 키가 증가되는 현상이 주로 보이기 때문에 

키다리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에 일부농가에서 심하게 발생 

하였지만 종자소독제가 도입되면서 농가에서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다. 1970년대 

이후 기계이앙과 이에 따른 상자육묘의 사용으로 서서히 발생이 증가되다가 최근 기온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전국 못자리와 논에서 키다리병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여 

2015년에도 전국 논의 24%에서 키다리병이 발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벼 키다리병에 

대한 저항성 품종을 육성하고자 저항성 대량 생물검정법과 분자마커를 이용해 

선발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통일형 벼의 저항성 유전자를 교배를 통해 

자포니카형 벼에 이전시킨 후 저항성 우량계통인 벼 ‘밀양299호’와 ‘밀양313호’를 

선발하여 품종화를 위한 지역적응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Identification of QTL to develop bakanae disease  
resistant variety in rice

벼 키다리병 저항성 품종개발을 위한  

유전자 탐색06

Milyang 299 Shingwang

키다리병 인공접종을 통한 우량계통의 저항성 정도 확인

Ilp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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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벼 키다리병 중도저항성 품종 확인

국내 육성 벼 163품종에 대해 키다리병 저항성 정도를 확인한 결과, 일반계 밥쌀용 

품종으로는 새누리, 고운, 청남 등의 품종이 피해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미 중에서는 

아랑향찰벼, 통일계에서는 신광벼, 세계진미 등이 다른 품종에 비해 병에 덜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 품종들은 병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강한 것이 아닌 만큼 반드시 약제 방제를 

병행해야 한다.

신광벼 유래 저항성 분자마커 개발(’15 특허등록) 및 저항성 계통 육성

키다리병 저항성 유전자원인 통일형 신광벼의 저항성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일품벼를 

이용하여 6회 교정교배한 후 양적형질유전자좌(QTL)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저항성 주동 

유전자인 qBK1을 확인하였으며 동시에 저항성 개체 선발의 정확도가 86% 정도인 DNA 마커 

RM9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키다리병 저항성 중만생 우량계통 ‘밀양299호’와 ‘밀양313호’를 

육성하였다.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논이용작물과 박동수, 055-350-1184, parkds9709@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키다리병 저항성 품종 개발로 벼 안정재배 기반 구축

전국의 벼 키다리병에 의한 각종 손실은 2013년 기준 약 1,503억 원으로 추정된다. 

키다리병 저항성 벼 우량계통은 3년간의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밀양299호’는 2017년, 

‘밀양313호’는 2019년 품종출원 여부를 결정한 후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다.

키다리병 증상 생물검정 광경 저항성 유전자 탐색 밀양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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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피는 조선시대까지 오곡의 하나로 재배면적이 10만 ha가 넘는 중요한 

곡식이었으나, 산업화와 쌀 자급 이후 식용으로서의 소비가 거의 사라져버린 

잡곡이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농식품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웰빙식품 소재를 개발하고자 식용피가 지닌 건강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구명하고, 또 수량성과 건강기능성이 우수한 새로운 품종 ‘보라직’을 

개발하였다.

Health functionality of barnyard millet and  
new variety ‘BOLAJIK’

식용피의 건강기능성 구명 및  

신품종 ‘보라직’ 개발07 

식용피 추출물투여에 따른 db/db마우스  글루코스 및 콜레스테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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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db/db 마우스: 비만형 식이와 에너지 항상성관련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어 제2형 당뇨 및 비만 등 다양한 대사질환 

연구에 이용되는 동물 모델

LDL-콜레스테롤: 저밀도 지질 단백질(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로, 혈관 속에 침착이 잘 되 

동맥경화ㆍ고지혈증 등 심장질환과 성인병의 주요 원인이 됨

연구성과의 핵심은?  

식용피, 항당뇨와 항염증 효과 뛰어나

식용피 추출물 600mg/kg을 db/db마우스에 8주간 투여한 결과, 혈액 중 혈당 및 

총콜레스테롤 함량이 30% 감소되었고, 특히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콜레스테롤은 

33%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염증을 일으켜 발이 붓도록 만든 마우스에 추출물 

600mg/kg을 투여하였을 때 발두께가 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쥐에 비하여 22% 감소되었고, 

1,200mg/kg을 투여하면 94%가 감소되어 식용피 추출물에는 항염증 활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량 많고 기능성 높은 신품종 ‘보라직’ 개발

건강기능성 구명시험에 사용되었던 식용피 신품종 ‘보라직’은 수량성이 높고(대비품종 대비 

73% 증수), 쓰러짐에 강한 농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식용피의 작물학적 특성상 논과 

밭 모두 재배가 가능하고 재배기간이 짧아 다양한 작부체계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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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새로운 웰빙 식품소재로 이용 

건강 기능성이 뛰어나고 수량성 높은 ‘보라직’은 혼반용 뿐 아니라 죽, 국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므로 새로운 웰빙 기능성 소재로서 가치가 우수하여 

잡곡가공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5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48

한별누에┃ 누에 유충무늬

Part Ⅱ

대초구 발효감자칩(BL) 발효감자칩(BM) 발효감자칩(BS)

감자는 단위면적당 전분 생산량이 월등한 작물로써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작물이다. 그러나 감자의 가공 제품, 특히 튀김류는 성인병과 

비만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감자칩에서 발암가능성물질로 알려진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가 발견되어 감자산업이 정체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감자산업의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새롭고 

건강기능성이 우수한 감자가공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감자연구를 전담하고 있는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는 2007년에 육성된 가공용 

감자 품종인 ‘고운’의 전분을 이용하여, 품질보존 기간이 기존식빵에 비해 우수한 

감자식빵을 개발하여 가공용 감자 소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생물(Bacillus)을 이용한 발효공법으로 감자칩 가공시에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93% 이상 저감시켜 가공감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되었다.

Development of high value potato processed products

고부가가치 감자 가공식품 개발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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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아크릴아마이드 : 생감자에 함유된 환원당과 아스파라진이 고온(120℃이상)에서 감자칩으로 튀겨질 때만 자연 발생되는 

물질이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품질 보존기간이 긴 감자식빵 개발

신품종 감자 고운의 전분을 추출, 변성시켜 빵의 노화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켜 신선도를 오래 

유지시키는 감자식빵을 개발하였다. 변성된 감자 전분을 활용하여 빵을 만든 최초의 사례이며 

가공용 감자의 소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 감자칩 개발

미생물(Bacillus)을 이용하여 생감자에 함유된 환원당, 아스파라진의 함량을 감소시켜 

감자칩 가공중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를 93% 저감시켰으며 또한 색도가 향상된 감자칩을 

개발하였다.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진용익, 033-330-1630, pyoddae@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두 기술 모두 현재 특허출원중이며 실증시험과 구체적인 기술 실용화 방안을 보완하여 

제빵업체와 감자칩 제조업체에 기술이전을 계획 중이다.  

감자식빵은 노화안정성이 개선되어 증가하는 제빵산업시장(지난해 1조 5천억 

규모)에서도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며, 발효 감자칩 제조기술은 3천억(2015년) 

규모의 감자칩 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크릴아마이드 

저감처리시설 설치비용이 170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본 신기술을 적용하면 이를 

상당부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감자식빵 발효감자칩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효과 발효감자칩의 색도향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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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온난화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작물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감자의 내염성 및 내건성 분석을 위한 

인공조건 처리 검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환경 내성 감자품종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염성 검정 시스템 확립을 위하여 대량 화분 및 내염성용 

비가림 비닐하우스를 자체 제작하여 계화도 간척지 토양을 이용하여 감자 형질전환체 

라인에 대해 내염성 라인을 선발하였다. 또한 내건성 검정 시스템 개발을 위해 대형 

화분 및 내건성용 비가림 비닐하우스를 제작하여 내건성이 증진된 감자 형질전환체 

라인들을 선발하였다. 이러한 인공조건 검정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환경 내성 

작물들에 대한 선발을 보다 빠르고 싶게 함으로써 포장 재배전선발을 위한 시간 

및 노동력을 줄여 환경 내성 증진 작물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evelopment of expression optimization system to the stress 
tolerance genes in potato

감자 내염 및 내건성 검정시스템 개발09 

간척지 토양 이용 감자 내염성 분석 대형화분에 의한 감자  내건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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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염성 및 내건성 증진 작물 선발을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환경 내성 증진 작물 개발을 위하여 보다 정확하고 빠른 검정 방법의 구축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 환경 내성이 증진된 작물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개발된 내염성 및 내건성 검정 방법은 감자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들의 검정을 

위해서도 활용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검정 방법은 포장 검정에 앞서 우선 

선발하는 방법으로 대규모의 포장 사용에 의한 시간 및 노동력에 의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고 환경 내성 우량품종의 개발이 용이해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빠르고 정확한 환경 내성 검정 시스템 개발

내염성 및 내건성이 증진된 형질전환 감자 선발을 위해 포장 분석 전 대량의 라인들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선발하기 위한 인공조건 환경 내성 검정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자 환경 내성 형질전환 감자를 선발하였으며, 또한 시스템을 활용하면 

감자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대량의 비슷한 형질을 가진 작물의 환경내성 품종을 

빠르고 정확하게 선발하여 포장에서 재배하거나 육종 재료로 활용할 중간 모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 김둘이, 063-238-5323, dykim22@korea.kr

계화도 흙을 이용한 내염성 
분석용 포트 제작

계화도 흙 염 농도 조절을 
위한 제염 처리

온실 내건성 분석용  
포트 준비

온실 내건성 분석용 
형질전환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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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에 따라 연안 저지대 농경지는 상층부의 

침수·범람과 하층부에서의 염분침투로 인한 토양 염류화 등 직접적인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정량적 피해 영향평가와 취약 농경지에 

대한 적응대책 수립을 통하여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 및 농업부문 

적응대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농경지 침수·범람 

면적은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제주도 해안 취약 농경지 경제성 

분석 결과, 2050년 연간 피해 농경지 토지가치는 약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수면 상승에 대한 농업 분야의 국내·외 적응대책 및 

시범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50년 50년 빈도 범람 피해 농경지 분포 2050년 100년 빈도 범람 피해 농경지 분포

Impact assessment of inundation·salinization of cropland by sea 
level rise and development of adaptation strategy

해수면 상승에 따른 농경지 범람·염류화 피해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개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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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적응대책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미래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 취약 농경지 평가 및 적응방안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과 농업 부분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및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을 통해 농업부문 적응대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농경지 침수·범람 예측 및 피해 분석

해수면 상승에 따른 농경지 침수·범람 면적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00년에는 현재 

보다 최대 5~6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범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을 

가정할 때, 모든 서해안 광역 지자체에서는 논의 침수 비율이 높고, 제주는 지역 특성상 밭의 

침수 비율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해수침투 및 토양 염류화 모의

해수면 상승에 따라 지하수의 해수침투 범위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대수층의 염분량은 

명확하게 증가하며, 토양 염류화가 점차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피해비용 예비산정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제주지역 침수·범람 농경지의 범람 토지가치는 2050년에 약 6천억 

원으로 나타났고, 범람 시나리오에 따라 피해 토지가치가 증가하나 제주지역의 지형적 특성상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부문 적응전략 및 대책 개발

해수면 상승에 따른 농업부분의 적응전략은 크게 방어, 수용, 후퇴로 나뉘며, 피해(재해) 

유형에 따른 농업부분의 적응대책으로는 연안 농업용지의 파랑·고조 위기관리대책, 내염성 

간척지 작물재배, 정보통신기술(ICT)의 농업분야 적용가능성 모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담당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융합연구실 조광우, 044-415-7615, kwcho@kei.re.kr

농경지 침수·범람 피해지역 토양 염류화 모의 제주 농경지 피해비용 산정 연안농경지 해수면 상승 대응사업 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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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나프(Hibiscus cannabinus L.)는 아프리카 원산의 아열대성 작물로 섬유,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로 사용되는 등 산업적 이용 범위가 넓은 작물이다. 

높은 수량과 양호한 사료가치로 197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사료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 품종육성과 사료화를 

중심으로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축산농가에 양질의 조사료자원으로서 최근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작물이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국내생산을 통한 안정적 공급 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급 가능한 우수 자원을 선발하고 경제성 있는 최소 생산량 

확보를 위한 기초 재배기술의 개발, 생력기계화, 지역적응성 검정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 안정생산 및 이용을 위한 기반기술을 확립하였다.

The development of fittest production techniques for  
new forage crop ‘Kenaf’

새로운 사료자원인 ‘케나프’  

최적 생산기술 개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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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조사료자원 확보에 따른 축산농 경쟁력 확보

●  양질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기술을 개발하여 배합사료 사용(16,815천톤/’14년)을 

줄이고 이에 따른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환경적응성과 생산성이 높으며 멧돼지 등 야생동물 가해 가능성이 적은 새로운 

조사료 자원이 발굴됨에 따라 수입조사료(전체 조사료 공급량의 18%/’14년)를 일정량 

대체하거나 무차별하게 사용되어 토양 양분 수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볏짚 조사료 

사용(전체 공급량의 33%/’14년)을 어느 정도는 억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담당자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농식품개발과 강찬호, 063-290-6034, kangho68@korea.kr

연구성과의 핵심은?  

수입대체 가능 조사료 자원 안정생산기술 개발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우수자원 선발) 채종가능 국산품종 ‘장대’를 포함하여 수량성이 높고 환경적응성이 강하여 

농가 보급이 가능한 우수자원 4종을 선발하였다.

●  (재배기술 개발) 사료 영양가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최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성 

재배기술을 개발하였다. 적정 파종 시기는 5월 상순이며 최대 수량 및 적정 사료영양가치 

확보를 위한 재식거리는 20×20cm, 파종량은 2kg/10a가 적당하였다. 

●  (지대별 적응성 검정 및 생력기계화) 산간지(남원 운봉, 해발 500m)와 중산간지(장수, 

해발 300m) 수량이 평야지(익산, 12,864kg/10a)의 70%와 88% 수준으로 옥수수 이상 

이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에서 파종은 트랙터 부착 다목적파종기를, 수확은 옥수수 

수확기를 활용하면 적절한 품질의 사일리지 제조가 가능하였다.

케나프 기계수확 사일리지 젖소 급여 대농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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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 무가온 하우스 재배는 노지 재배보다 품질 향상은 물론 1년 2회 단경기 

생산(5월 하순 및 11~12월)이 가능하여 홍수 출하시기를 회피하여 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기후적 이점을 가진 남부지방에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단호박 무가온 하우스 안정생산을 위한 보온자재를 선정하고 제한된 면적에서 

품질 향상을 위한 적정 생육관리 방법과 2기작 억제재배의 가장 큰 문제점인 

고온기 육묘에 의한 절성 및 착과량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재배작형 변화에 따라 품질 및 저장성 향상 역시 필요하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최종적으로 무가온 하우스 이용 

연중생산을 위한 육묘, 재배법과 품질 및 저장성 향상 수확 후 관리 기술을 종합하여 

고품질 미니단호박 연중생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술을 정립하였다.

Development Technic of Autumn Squash Without Heating

미니단호박 무가온 2기작 재배기술 개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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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미니단호박 무가온 2기작 재배 기술 농가 보급 및 재배 확대

●  이상의 종합 개발 기술은 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과 함께 「단호박 

무가온하우스 재배 연중생산 및 수확 후 관리기술」로 매뉴얼을 발간하여 시군농업 

기술센터 및 주산지 농업인에게 제공하였다.

●  무가온하우스를 이용한 2기작 종합 재배 기술은 미니단호박 주산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화 될 수 있도록 지역특화작목으로 지속·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기술 

투입 후 높은 가격 형성시기에 맞춘 수량 증가(반촉성 재배 33%, 억제 재배 53%)로 

소득증가액은 1년 2회 재배의 경우 7,280천원/10a으로 기대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미니단호박 무가온 2기작 재배기술

이번에 개발된 무가온 2기작 재배 기술로는 억제 재배 착과 증진과 품질 향상을 위한 품종, 

재배 작형별 정식기, 고온기 평야지 육묘방법, 재래호박 대목을 위한 접목묘 이용방법, 줄기 

유인방법 및 형태, 첫 번째 착과절위 및 마지막 적심 위치에 관련된 육묘 및 재배기술과 

저장성 향상을 위한 재배작형별 적정 수확 일수, 수확 전처리 방법, 후숙 및 저장 조건 등 수확 

후 관리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담당자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장미향, 011-330-2565, roscent@korea.kr

고온기 육묘 재배작형별 접목묘 이용 저장온도별 저장효과 재배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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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 개발 및 산업화 기반 구축

고구마 생산 전과정 기계화 기술 개발

양파 예건 겸용 저온저장고

수집형 두류 콤바인 개발

콩·팥 재배농가의 주요 수량 격차요인 및 증대방안

천연 CLA 함유 콩 요구르트의 체지방 감소 효과

발아밀 쿠키 품질 향상 기술

배 숙기판정 지표 설정 및 비파괴측정기 개발

‘우리맛닭’ 닭고기의 생리활성물질 함량 제시

우수 종축업체 인증 현황 및 활용

한국재래돼지의 육질 관련 유전적 특징 발견

양돈장 냄새저감 패키지화 기술 개발 및 보급

저장 조사료 품질향상 및 신속한 품질평가 기술 개발·보급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육성을 위한 육제품 기술 개발

축산물등급 및 유전체 정보연계 활용 시스템 구축

토종 사일리지용 젖산균 첨가제

유전체육종가 기반 한우 계통축 씨수소 선발체계 구축

말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

식육가공품 원료육 종류 및 증량제 정성·정량분석법 개발

양조식초의 건강기능효과 구명 및 상품성 증진 기술 개발

폐깃털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한 케라틴분해 효소군 탐색 및 활용기술개발

국내산 정제봉독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질환의 치료제 개발 및 연구

느타리버섯 적합 배양법 및 오염저감 매뉴얼 개발

수출용 절화수국 안정생산 및 규격품 향상 기술개발

와인을 코팅한 체험 관광용 팽화 쌀과자 개발

농업경쟁력 향상 및  
수출농업 지원

Part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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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유의 재래돼지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재래돼지의 육질은 

보유하면서 낮은 경제성을 보완한 흑돼지 신계통 ‘우리흑돈’을 개발하였다. 

‘우리흑돈’은 성장 및 번식효율이 재래돼지에 비해 뛰어나 외래흑돼지 품종을 

대체하고 양돈농가에 새로운 소득 품종으로 확대 보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Development of new hybrid black pig 
‘Woori-HeukDon’ using Korean Native Pig

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 개발 및  

산업화 기반 구축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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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재래돼지 혈통 잇는 ‘우리흑돈’ 개발

‘우리흑돈’은 재래돼지의 혈액비율 37.5%로 고정화한 후 통계 및 유전체 육종기법을 병행하여 

개체간의 변이가 적은 균일도 높은 축군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재래돼지의 우수한 

육질형질은 보유하면서 낮은 경제성은 보완하여 외래 흑돼지 품종과 견주어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 적색도 및 보수력, 식감이 뛰어나며 관능평가 결과 외래종에 비해 높은 점수 획득

 - 출하체중 도달일령 : (재래돼지)230일령(80kg) → (우리흑돈)183일령(110kg)

 - 산자수(새끼수) : (재래돼지) 6~8두 → (우리흑돈) 9~10두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김용민, 041-580-3454, silveraz@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재래돼지의 유전자원 보존과 산업화 기대

‘우리흑돈’을 통해 FTA에 대응하고 종자주권 확립을 위한 고유 유전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양돈사육농가의 소득향상과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국내 양돈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  기술가치(기술이전 가치) : 4억 2천 6백만원

●  경제적 파급효과(기술이전으로 기업체가 새롭게 생성하는 부가가치로 인한 파급 

 효과) : 약 29억, 고용효과 15명

‘우리흑돈’ 개발 경로 ‘우리흑돈’ 엄마돼지와 새끼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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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재배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기계화 적응 재배양식을 조간 

70cm, 주간 20∼25cm로 설정하고, 고구마 생산 주요 작업공정인 본답준비, 

정식, 비닐피복, 줄기처리, 수확 작업에 신개발 농기계(정식기, 비닐피복복토기, 

줄기파쇄기) 및 보급이 활발한 농기계를 투입한 전과정기계화 작업체계를 

확립하였다.

본답준비에서 수확까지 전체 공정에 농기계를 투입한 고구마 생산 

전과정기계화 기술은 관행 농작업보다 노동력은 28%, 생산비용은 22%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velopment of mechanization technology for  
whole process in sweetpotato production

고구마 생산 전과정 기계화 기술 개발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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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고구마 생산 전과정기계화 작업체계

고구마 생산 전과정기계화를 위해 기계화 적응 재배양식을 조간 70cm, 주간 20∼25cm로 

설정하고, 로터베이터-정식기-비닐피복복토기-줄기파쇄기-굴취기를 투입한 전과정기계화 

작업체계를 확립하였다.

기계화 적응 재배양식의 생육 및 수량 분석 결과, 고구마 지상부 생육은 줄기길이, 지상부 

무게 등이 관행재배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상품가치가 있는 주당 상저수는 3.3개로 

관행재배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과정기계화 효과분석 결과, 작업시간은 50.3시간/10a으로, 관행 70.0시간/10a 보다 

28%의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요비용은 1,133,303원/10a으로 관행 

1,452,384원/10a 보다 22%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밭농업기계화연구팀 최 용, 063-238-4041, happymind@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고구마 생산 노력 및 비용 절감

●  본답준비에서 수확까지 전체 공정에 농기계를 투입한 고구마 생산 전과정기계화 

기술은 고구마 생산 노력을 28%, 비용을 22%까지 절감할 수 있어, 고구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  개발기술의 조기 실용화를 위하여 2016년 신기술시범사업을 통하여 전과정기계화 

기술 및 신개발기종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본답준비 정식 비닐피복 줄기파쇄 수확

용어설명
전과정기계화 : 농작물 생산에서 전체 작업공정을 기계화하는 것

주당 상저수 : 상품성이 있는 감자나 고구마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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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는 수확시기가 장마철과 겹치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 충분히 예건되지않아 

장기저장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논양파의 경우 배수가 불량하여 예건작업에 

어려움이 더욱 크다. 이에 기후영향을 받지 않고 한 곳에서 예건 및 저온저장 

작업이 가능한 예건 겸용 저온저장고를 개발하였다. 이 기술을 통해 

부패율을 5%이하로 낮추고 작업공정을 간소화하였으며, 노동력 및 운송비를 

50원/kg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

Pre-dry and cold storage for onions

양파 예건 겸용 저온저장고03 



Part Ⅲ  농업경쟁력 향상 및 수출농업 지원 65

연구성과의 핵심은?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저장고 안에서 예건과 저온저장 작업을 한곳에서

저장고 내 배습장치 위치선정을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천장 전후면에 설치할 

경우 배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 저온저장고 천장 전후면에 배습장치(배습팬+ 

전기히터) 설치하고 바닥에는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송풍팬(팬+전기히터)을 

설치하여 양파 예건 겸용 저온저장고 개발하였다. 개발된 기술에 의해 예건환경을 온도 35℃, 

상대습도 40%이하로 조성하여 양파를 예건한 결과 관행 30일 걸리는 예건 작업을 10일로 

단축시킬 수 있었다. 예건 직후 양파의 자체온도(품온) 30℃를 저장온도 0℃부근까지 서서히 

냉각시킨 후 저온저장한 결과, 부패는 5%이하로 발생하였다. 또한 양파를 건조장으로 옮기고, 

예건 후 저온저장고로 옮기는 작업공정을 줄여 노동력 및 운송비 절감으로 생산비를 50원/kg 

낮출 수 있었다.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수확후관리공학과 최동수, 063-238-4130, choi0ds@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예건 겸용 저온저장고로 부패율 5%이하로, 노동력 및 운송비는 50원/kg 절감

장마철 높은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저장고 안에서 양파 예건작업과 저온저장을 

한곳에서 진행하여 작업간소화 등으로 노동력 및 운송비 절감으로 생산비를 50원/kg 

낮추는 효과가 있다. 날씨에 관계없이 충분한 예건작업이 가능하여 부패율을 

5%이하로 낮출 수 있다. 저온저장 중에는 ICT 기술 적용으로 저장고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환경제어를 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저장고 관리가 가능하다.

예건겸용저온저장고 저장고 제어장치 스마트폰 원격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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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 서리태(검은콩) 등 두류 작물은 수확시기 잎과 줄기가 마르지 않아 

콤바인을 이용한 수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선 예취하여 

밭에 건조시킨 후 수집하면서 탈곡·정선할 수 있는 수집형 두류 콤바인을 

개발하였다. 수집형 콤바인의 두류 작물 수확 성능시험 결과 노동력은 

94%, 소요비용은 64%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고, 손실률도 2% 이내로 매우 

우수하였다.

Development of A Pick-Up Type Combine Harvester for  
Pulse Crops

수집형 두류 콤바인 개발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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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손실 저손상 수집형 두류 콤바인 개발

●  수집형 두류 콤바인은 미리 예취하여 포장에 건조시킨 두류 작물을 수집하여 수확하는 

기계이다. 수확 시 건조된 작물의 특성에 따라 곡물의 손상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탈곡급동 및 선별풍구의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팥 수확 시 수확손실은 2.0% 미만, 작업성능은 약 0.3시간/10a으로 관행 5.3시간/10a 보다 

94% 노력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소요비용은 79,173원/10a으로 관행 224,560원/10a 보다 

65%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

●  서리태 수확 시 수확손실은 3.0% 미만, 작업성능은 약 0.35시간/10a으로 관행 11.0시간/ 

10a 보다 97% 노력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소요비용은 98,966원/10a으로 관행 480,084원/ 

10a 보다 79%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밭농업기계화연구팀 최일수, 063-238-4046, cis1981@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서리태, 팥 등 두류작물 수확작업 노력 및 비용 절감

●  수집형 두류콤바인은 2∼3조씩 예취하여 밭에 건조시킨 두류작물을 수집하면서 

탈곡·정선하여 수확하는 콤바인으로, 그동안 콤바인 수확이 어려웠던 서리태, 팥 등 

두류 작물의 수확작업을 기계화할 수 있다.

●  수확시 작물의 건조 상태에 따라 탈곡급동 및 풍구 속도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어, 

수확 손상 및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두류작물의 수확 노력을 94%, 비용을 65%까지 

절감할 수 있다.

예취 후 노지건조 작업광경 수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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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준별 수량격차(콩) 수량격차 대응기술 책자

콩, 팥 작목별 농가간 수량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콩 3권역 3개 시군 

290개소, 팥 20개 시군 108개소에서 조사하였다. 재배지 조건, 재배형태, 

환경요인, 병해충 방제 등 주요 항목을 조사 분석 하였고, 각 작목별 

농가간 수량격차에 심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저수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농가간 수량격차 요인은 콩이 토양수분 및 잡초관리, 팥은 

입모율·병해충(불마름병, 들불병, 노린재) 방제 등 이었다. 수량증대 방안은 

가뭄피해시 적절한 관수, 잡초방제, 입모율 확보를 위한 재배양식 조절과 

병해충 방제를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다.

Analysis of yield gap & its improvement  
among the farmers of soybean & adzuki bean

콩·팥 재배농가의 주요 수량  

격차요인 및 증대방안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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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농가간 수량 감수 주 요인은 6월과 9월의 토양수분 부족이다. 해결방안은 논재배 또는 

밭에서의 피복재배이고, 밭재배에서 무피복일 경우는 필요시 수시로 관수해주는 것 이다. 

수량격차 세부요인은 잡초방제를 위해 피복하면 10a당 52㎏ 증수, 논재배가 밭재배 대비 

10a당 49㎏ 증수, 추가관수 1회마다(3회까지) 10a당 17㎏씩 증수되며 피복보다 무피복 

재배에서 효과가 크며 논보다 밭에서 효과가 크고, 잡초를 방제하지 않으면 수량 49% 

감수(2013년만 조사)된다.

팥의 재배농가간 수량격차 요인은 높은이랑 대비 평이랑 재배시 34% 감소, 육성품종 

대비재래종 재배시 30% 감소, 비닐피복 대비 무피복 재배시 24% 감소, 파종적기를 놓쳤을 때 

29% 감소, 점뿌림(점파) 대비 흩어뿌림(산파) 재배시 35% 감소, 병충해 방제 소홀시 31% 감소 

되었다.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생산기술개발과 한원영, 055-350-1267, hanwy@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콩·팥 농가간 수량격차 요인을 이해 및 실천으로 생산성 향상

밭작물은 벼와 달리 선도농가와 일반농가 간 수량격차가 매우 심해 콩 65%, 팥 68%에 

불과하다. 즉, 최저/최고 10a당 수량성은 콩 480/53(9.1배), 팥 323/43(7.5배)이고, 

선도/일반 농가간 콩 315/206(65%), 팥 258/176(68%) 이었다. 농가간 기술수준이 

달라 수량격차가 생긴 것이며, 콩·팥 재배 농가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기술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최대로 콩 49%, 팥 34% 증수가 가능하다.

콩 기술수준별 수량격차 콩 농가 수량성 분포 팥 기술수준별 수량격차 농가 팥 수량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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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액리놀레산(CLA)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1등급 

기능성 원료로 식약처에서 인정된 기능성 물질이다. 현재 생산·판매되고 있는 

공액리놀레산은 강염기를 처리하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 생성 등 안전성이 우려되며, 일반 식품으로 이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콩은 이소플라본, 사포닌 등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액리놀레산의 전구체인 리놀레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미생물 발효를 

이용하여 콩 리놀레산으로 안전한 천연 공액리놀레산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전임상 시험을 통하여 공액리놀레산이 함유된 콩 발효물은 체지방 

감소와 지방간 개선효과가 있었다.

Fat reducing effect of soy-yogurt including natural CLA

천연 CLA 함유 콩 요구르트의  

체지방 감소 효과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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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액리놀레산이 함유된 콩 발효물의 다이어트 효과 검정

 공액리놀레산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뛰어난 기능성 물질이지만 일반 식품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콩에서 일반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천연 공액리놀레산을 생산하는 원천기술 

개발하였으며, 공액리놀레산이 함유된 콩 발효물의 다이어트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및 경상대학교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지방세포에서 지방생성 억제효과를 

확인하였고, 동물시험을 통하여 유의적인 체중감소와 지방간 개선효과를 검정하였다.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수확후이용과 이병원, 031-695-0625, bwlee@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콩 이용 다이어트 식품 소재로 이용

공액리놀레산 함유 콩 발효물은 다이어트 기능성을 함유한 식품소재로 고부가가치의 

두유, 식물성고기, 다이어트 식품소재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리원씨에프디 등의 산업체에 기술 이전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TG 생성 억제효과 지방세포의 지방생성 억제효과 고지방식 동물의 체중 감소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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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의 배아에는 다양한 기능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발아공정을 통하여 

아미노산, GABA, 무기질 성분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다. 발아밀의 

총페놀함량 및 라디칼 소거활성도 증진되는 효과로 온도 및 시간이 증가할수록 

항산화활성도 향상되었다. 발아밀 가공특성 분석 결과, 백중밀을 50% 포함한 

혼합분의 픽틴산 및 글루텐 함량이 매우 낮고, 반면에 GABA함량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발아백중밀 혼합은 쿠키용도에 우수한 

가공특성을 나타내었는데, 최적 발아조건은 15℃, 48시간으로 쿠키퍼짐성(직경 

91.95㎜, 두께 9.79㎜)이 우수하였다. 쿠키 품질 분석 결과(대조-박력분 100% 

쿠키), 쿠키용 발아밀 제조의 조건은 온도 15~20℃, 시간 24~60시간 처리된 

발아밀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Cookies with increased functionality from germinated wheat flour

발아밀 쿠키 품질 향상 기술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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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쿠키가공에도 우수한 특성이 있는 ‘백중밀’

백중밀은 백립계로 단백질 및 글루텐 함량이 낮은 품종으로서, 면대색이 밝고, 삶은 국수의 

식감이 부드러워 생면용으로 개발된 품종이다. 백중밀을 발아처리한 결과, GABA함량 및 

항산화활성은 증가하고, 반면에 글루텐 함량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국수용 및 쿠키용으로도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백중밀의 다양한 용도개발은 국산밀의 소비처 확대 및 농가의 생산성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발아백중밀로 GABA함량 높고, 고품질의 쿠키 제조   

발아 온도 15~20℃ 및 시간 48~72hr 조건에서 처리한 백중밀의 GABA 함량은 216.0~486.2 

mg/100g으로 증가하였고, 발아백중밀을 50% 포함한 혼합분으로 만든 쿠키의 퍼짐성(직경 

91.95㎜, 두께 9.79㎜)이 우수하여 고품질의 기능성 쿠키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을 것을 

기대한다.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수확후이용과 최인덕, 031-695-0605, ichoi829@korea.k

이렇게 활용됩니다

기능성쿠키 관련 생산업체에서 활용성 높음(실용화)

국내의 프리미엄과자 시장은 약 2000억 수준으로 전체 제과시장(총 3조9000억원)의 

5% 정도 불과하지만(2015기준), 웰빙 트렌드 확산으로 고급 과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추세이다. 발아백중밀이 고품질 쿠키를 위한 기능성 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GABA 함량 증가 글루텐 함량 감소 항산화성 증가

<발아밀 곡립의 기능성 및 항산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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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숙기와 품질 평가 기준이 배 재배 면적의 83%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신고 품종은 대과일수록 숙기가 빨라지고 과실의 품질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농가에서는 대과 위주로 수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국내 육성 품종인 

원황이나 화산 등의 품종은 과실의 크기와 품질과는 상관없이 없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배연구소에서는 균일한 품질의 과실 수확과 국내 육성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수치화가 가능한 품질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ICT 전문 업체와 공동으로 연구하여 국내 최초로 소형이면서 

경량인 휴대용 비파괴측정기를 개발하였다.

Development of Maturing Determination Index and  
Nondestructive Meter in Pear

배 숙기판정 지표 설정 및  

비파괴측정기 개발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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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이제부터 배 숙기판단과 품질 평가는 휴대용 비파괴측정기로 

기존 농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과실을 수확, 유통함으로서 발생하는 불균일한 품질의 

과실 유통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휴대용 비파괴측정기를 활용함으로서 품질 기준에 

적합한 과실부터 수확함으로서 균일한 품질의 과실 수확, 유통과 함께 나무에 달린 과실의 

분산 수확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과실 품질 향상 효과도 높일 수 있다. 또한 개발 제품에 

ICT융합기술을 접목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품질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성으로 종합적인 

품질관리 체계와 재배기술 서비스 제공, 유통연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최진호, 061-330-1561, pearchoi@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휴대용비파괴측정기를 활용하면 과원별 과실품질 비교가 객관화되어 저품질 과원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고품질화 재배기술 투입이 가능하며, 상품과율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균일한 품질의 과실을 수확, 선별 및 유통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소비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휴대용 비파괴측정기 농가 시연 측정데이터 서버 관리 구성

용어설명
분산수확 : 한 나무에서 과실을 숙기별로 나누어서 수확하는 것

비파괴측정기 : 과실을 파괴하지 않고 품질을 측정하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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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금종자는 토종닭을 제외하고는 종계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유의 토종닭 종자 복원하고 이 모본을 활용하여 신품종 ‘우리 

맛닭’을 개발하였다. ‘우리맛닭’은 육계 비해 생산성은 떨어지나, 맛과 향미 등 

육질이 우수하여 고품질 전략으로 시장을 형성하고자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맛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Bioactive substances of the raw and cooked meat of 
Woorimatdag(Korean native chicken)

‘우리맛닭’ 닭고기의  

생리활성물질 함량 제시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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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카르노신(carnosine), 안세린(anserine) : 성인병(당뇨) 예방효과

카르니틴(carnitine) : 지방대사 촉진효과(체지방 억제)

연구성과의 핵심은?  

‘우리맛닭’ 닭고기는 육계에 비해 생리활성물질 다량 함유

쫄깃한 육질과 고유의 육감, 육향으로 소비자의 인기가 높은 ‘우리맛닭’ 닭고기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  ‘우리맛닭’ 닭고기의 생리활성물질 함량

    - 우리맛닭 닭고기가 육계 대비 생리활성물질 다량 함유

    ⇒ 가슴육 : 육계 대비 카르노신, 안세린 최대 43% 다량 함유

    ⇒ 다리육 : 육계 대비 안세린 최대 50%, 카르니틴 최대 250% 다량 함유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허강녕, 041-580-6713, knheo0616@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기능성 생리활성물질 다량 함유, 우수한 닭고기 소비 촉진

●  ‘우리맛닭’의 육계 대비 기능성 생리활성물질 다량 함유 제시로 고품질 전략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친환경, 고품질 토종닭으로 새로운 틈새시장 확충과 국민에게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제공

우리맛닭 실용계 우리맛닭 및 육계 가슴육의 조리 전·후 생리활성물질 함량(mg/100g)

우리맛닭 이용 생산제품 우리맛닭 및 육계 다리육의 조리 전·후 생리활성물질 함량(mg/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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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돈장은 120여 개소, 종계장은 350여 개소, 정액등처리업체는 50여 

개소로 그중 일부 종축업체의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성과 위생수준이 

부족하여 종축의 유전능력과 위생수준이 낮은 종돈 및 정액의 유통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종축의 개량을 통하여 유전능력이 좋은 

종축 생산과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 우수한 종축업체를 인증하여 종축 및 

정액을 구입 할 때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가축생산성 향상(16)-국가 가축개량 향상 기술 개발(53)

Certification and Utilization for Qualified Breeding Company

우수 종축업체 인증 현황 및 활용10 



Part Ⅲ  농업경쟁력 향상 및 수출농업 지원 79

용어설명
종축업 : 축산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 

정액등처리업 : 축산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한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업

이렇게 활용됩니다

우수 종축업체 

● 인증 현황 안내
    - 국립축산과학원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인증 현황을 홍보

● 지속적인 개량과 종축 및 정액으로 전파되는 질병확산 억제
    - 종축의 개량 및 철저한 위생방역으로 양축가의 생산성 향상

    - 현재 39개소 : 종돈장 15, 종계장 5, 정액등처리업체 19

● 우수 종축업체 인증현황(2016.3.1. 현재)

구분 종돈장 (15) 정액등처리업체 (19) 종계장 (5)

1 관인종돈 농협 종돈사업소 불갑GGP 대웅돈유전자 천안연암대학 인공수정센터 계림농장

2 서원종돈장 피아이씨제네틱스 동부씨멘뱅크 다비육종 적성SP센터 농업법인(주)조인

3 운도축산 조산영농조합 돈촌유전자 다비육종 인공수정연구소 둔포농장

4 원산종돈 매화영농조합 북부유전자 농협 종돈사업소 AI센터 대영농원

5 사암농장 피아이씨코리아 용인유전자센터 다비육종 조치원SP센터 신진종계장

6 화원종돈 서부지엔비 한국돼지유전자

7 삼경축산 금보유전자 진안축협 돼지인공수정센터

8 팜스월드 백월유전자 가야유전자연구소

9 형제농장 도드람양돈서비스 양산인공수정센터

10 국일농원 중부지엔비

연구성과의 핵심은?  

우수 종축업체의 인증 현황

● 2008년 정액등처리업체, 2011년 종돈장, 종계장 인증을 시작
    -  축산법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기관 지정 등)에 의거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 우수 업체 인증절차, 방법 등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절차(국립축산과학원 고시 제2008-1호)를 마련

    -  2011년 우수 종축업체 인증절차(국립축산과학원 고시 제2011-1호) 마련하여 종돈장 및 

종계장까지 인증을 확대

    - 인증기준항목 : 종축(규모, 자돈등기, 검정 등), 위생방역, HACCP, 시설, 인력 등

    - 매년 3, 9월에 인증신청을 받아 종축업체 전문성과 청정화를 실사하여 인증

    - 종축 개량을 위한 혈통 및 검정, 위생방역 관리 등에 대해 주기적인 사후관리

● 우수 종축업체 인증 통합
    -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과제로 우수 종축업체 인증과 위생·방역관리 우수 종돈장·종계장 인증 

(농식품부)을 행정절차 간소화 및 중복신청 방지를 위하여 통합(국립축산과학원 고시 제2015-1호)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최재관, 041-580-3361, choi62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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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으로 발전한 DNA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고유 돼지 품종인 

한국재래돼지의 유전적 특징을 전체 유전체 수준에서 정립하였다. 한국재래돼지 

10마리와 한국멧돼지 4마리, 두록 6마리, 랜드레이스 14마리, 요크셔 15 마리, 총 5품종 

55마리의 유전체를 해독하여 정밀하게 비교한 결과, 육질과 관련된 TTYH3 유전자와 

같이 다른 품종과 기능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26개 변이를 발견하였다. 또한 

한국재래돼지에서만 고유하게 변이가 적은 유전체 영역을 1,219개를 발견하였고, 

이 영역에서 지방세포 분화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TWIST1, PRKAB1 유전자 

등이 타 품종에 비해 특이적으로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한국재래돼지의 우수한 육질 형질과 외래 돼지 품종의 뛰어난 육량 형질의 유전적 

특징을 이용하여 우수한 국산 씨돼지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enomic features related to meat quality 
in a Korean native pig breed

한국재래돼지의 육질 관련  

유전적 특징 발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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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한국재래돼지의 육질과 관련된 유전적 특징을 발견

●  유전자 기능이 달라질 수 있는 변이 26개 발견 : TTYH3 유전자 등 

  ※  TTYH3 유전자의 변이는 한국재래돼지의 상대적으로 낮은 물퇘지 발생 빈도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  

●  한반도에서 가축화되는 과정에서 고정되어진 1,219개의 한국재래돼지 유전체 영역 발견 

  ※ 품종 별 고정 영역 개수 : 두록 656개, 랜드레이스 759개, 요크셔 904개

●  한국재래돼지 고정 영역에서 TWIST1, PRKAB1 등과 같이 육질을 좋게 하는 유전자가 확인됨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이경태, 063-238-7305, leekt@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황금 돼지종자 개발

한국재래돼지의 우수한 육질과 강건성을 지니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육종 기술 개발에 DNA 정보 활용

종돈 수입의존도 저하

국산 우수 종돈 개발을 통해 국내 양돈사업의 종돈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증대 효과 발생

* 국내 농업생산액 중 양돈산업 생산액이 1위(’̀14, 약 6.1조원)

식량안보 증대

우리나라 고유 품종에 대한 유전적 정보 확보를 통해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종자주권 수호 및 유전자원 보존 가능

유전체 변이 품종 및 영역 별 분포 전장 유전체 혼합도 및 계통분류도 한국재래돼지 가축화영역 유전자 TWIST1 홍보

용어설명
물퇘지 : 창백한 육색과 흐물거리는 조직감, 보수력이 떨어진 이상돈육

고정영역 : 가축화 과정에서 특정 지역 및 품종에서 변이가 적은 영역

변이 : 개체 별 DNA 정보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유전자형



2015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82

한별누에┃ 누에 유충무늬

Part Ⅲ

가축의 분뇨와 냄새로 인해 축산업이 각종 민원을 일으키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축산업 중에서 냄새민원과 관련이 많은 양돈장의 냄새문제를 

해결하여야 축산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양돈장에서 발생되는 냄새의 원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냄새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돈사내부에서 냄새발생을 줄이는 시스템, 

돈사에서 생성된 냄새가 멀리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로써 양돈장의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ackaged treatment to control 
odor emission in pig farm

양돈장 냄새저감 패키지화  

기술 개발 및 보급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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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IRG(Italian ryegrass) : 유럽, 미국 등 범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화본과 1년생 또는 월년생 풀 

혐기발효 : 효모나 세균 따위의 미생물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작용

바이오필터(biofilter) : 효소나 미생물을 이용하여 독물이나 악취 물질을 제거하는 여과기

이렇게 활용됩니다

●  돼지사료에 분뇨냄새를 줄이는 미생물이나 미생물의 먹이를 급여하여 분뇨에서 

냄새 18% 감소

●  돈사내부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분뇨에서 발생되는 냄새감소

   - 잘 발효된 액비를 돈사내부에 다시 투입하여 냄새 59% 감소

   - 돈사피트의 슬러리에 광합성균을 살포하여 냄새 16% 감소

●  돈사 내부에서 생성된 냄새가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냄새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암모니아 농도 99% 감소

연구성과의 핵심은?  

냄새발생은 줄이고, 발생된 냄새는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기술

●  냄새를 줄이는 미생물이나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사료 개발 

   - 돼지사료에 바실러스 미생물 배양액을 첨가하여 급여

   - 사료에 미생물의 먹이“이탈리안 라이그라스”분말을 혼합하여 급여

●  돈사내부의 환경개선

   - 잘 발효된 액비를 돈사내부에 다시 투입하여 분뇨의 혐기발효 억제

   - 돈사피트의 슬러리에 냄새의 생성을 줄이는 광합성균 살포

●  분뇨냄새가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돈사의 환기팬에 바이오필터 설치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조성백, 063-238-7412, csb652@korea.kr

바실러스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펠렛 발효액비재순환 흐름 바이오필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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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비 절감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는 강력한 조사료 증산 

정책과 생산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통 조사료의 수분함량 

과다, 이물질 혼입 등 품질 불 균일로 재배농가와 축산농가간의 품질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여 국내산 조사료의 소비확대가 정체되고 있다. 이에,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유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장성과 곰팡이 발생 

억제능력이 우수한 젖산발효 미생물 첨가제를 개발하여 산업화 하였고, 또한 

유통 조사료의 품질을 규격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품질분석법을 개발하고 

품질평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현장 전국 지역 품질분석기관에 보급하고 

있다.

Popularization of Technique for Quality Improvement and 
Evaluation of Conservation Forages

저장 조사료 품질향상 및 신속한 품질평가  

기술 개발·보급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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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조사료(forage, roughage) : 섬유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사료, 일명 풀 사료.

젖산균(lactic acid bacteria) : 글루코오스 등 당류를 분해하여 젖산을 생성하는 세균으로 젖산발효에 의해 생성되는 

젖산에 의해서 병원균과 유해세균의 생육이 저지되는 성질을 갖고 있음.

근적외선분광법(near infrared spectroscopy) : 광을 이용한 비파괴 분석법

연구성과의 핵심은?  

저장성 및 곰팡이 억제능이 우수한 사일리지 미생물 첨가제 산업화

●  젖산 생산능력이 우수한 균주를 위주로 선발하여 혐기발효 초기단계에 젖산 생산능력이 

우수하고 사일리지 개봉 후 2차 발효에 의한 곰팡이 억제능력이 뛰어난 새로운 미생물 

첨가제 6종을 개발 및 기술이전

신속한 유통 조사료 품질평가 DB 구축 및 현장 보급

●  조사료 생산 및 유통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사료가치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품질평가 

NIRS DB를 동·하계 사료작물 6종을 구축하여 전국 지역 품질분석기관 41개소에 무상으로 

기술 이전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박형수, 041-580-6753, anpark69@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사일리지 젖산균 첨가제 국산화, 품질향상 및 2차 발효(부패) 손실 예방 

- 곰팡이 발생 및 2차 발효에 의한 손실액 1,500억/년

- 국산 사일리지 첨가제로 개발시 수입대체 효과 : 22억원/년

* 첨가제 처리 비용 절감(외국산 및 기존제품 대비: 20천원/50톤)

조사료 품질평가관리체계 구축으로 유통 조사료 품질 규격화

-  조사료 품질평가 DB를 활용한 국가 전체 유통 조사료 품질평가관리 시스템을 

농식품부, 지자체와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음

* 품질평가 DB의 기술가치 : 7억원 (실험실 분석 대체 효과)

바실러스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펠렛 발효액비재순환 흐름 바이오필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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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국내 소·돼지고기 부위별 균형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햄, 

소시지 등 가공제품을 식육점에서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고, 2017년까지 1,000개소를 육성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R&D 투자 확대로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식육과 즉석에서 

제조된 육가공품을 한 자리에서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큰 덩어리 육가공품을 분할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선육으로 소비할 수 

있는 부위와 가공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부위를 모두 소진할 수 있어 저지방 부위 

소비확대와 소상공인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농림부 정책사업 추진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전환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규모 가공업소에 적합한 육제품 제조법을 가열육제품, 비가열육제품, 

반조리 제품, 발효육제품 등 353종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Development of Meat Products for the Revitalization of  
Meat and Meat Product Selling Business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육성을 위한  

육제품 기술 개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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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소·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소비확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유발

소규모 가공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육제품 제조법 보급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원료육으로 사용되는 저지방 부위 소비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  연간 20,000톤의 육가공품을 추가 판매할 경우 

    - 소·돼지고기 저지방 부위의 소비량은 약 17,000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일자리 창출효과 

    - 소규모 가공장 1천 개소 신설시 약 3,000명의 고용효과 유발할 것으로 예상

연구성과의 핵심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용 육제품 제조법 353종 개발 및 보급

 ●  가열육제품(햄, 소시지 및 특수육제품류) 179종 개발

   - 햄류: 안심햄, 본인햄, 일반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 등 58종 개발

   - 소시지류: 고급소시지, 혼합소시지, 부산물소시지, 건조소시지 등 67종 

   - 특수제품류: 베이컨, 갈비가공품, 족발, 편육, 순대, 장조림 등 54종 

●  반조리 및 비가열 육제품 154종 개발

   - 양념육 및 떡갈비류 50종 

   - 돈가스, 햄버그패티, 스테이크류, 스테이크, 소스 등 50종 

   - 육포류, 재구성육류, 침지육류 등 비가열육제품 54종 

●  육제품 제조법 책자(Ⅰ, Ⅱ) 발간·배부(1000부) 및 기술 보급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성필남, 063-238-7352, spn20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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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근육내 근내지방도의 침착정도에 따라 한우 육질을 5단계(1++, 

1+, 1, 2, 3등급)로 판정하고 있으며 등급간 가격차이에 따라 농가들이 

고급육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수입 곡물사료 위주의 사육체계하에서 

매년 증가되는 사료비로 저등급 예상개체의 장기 사육은 농가에 경제적 

어려움 초래한다. 물론 전통적인 통계방법에 근거하여 종모우 정보를 활용한 

육종시스템이 작동하나 후대의 정확한 등급예측은 어렵다. 또한 한우 농가별 

육질 및 육량등급의 개량방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밀한 유전체정보를 활용한 등급예측을 조기에 할 수 있다면 농가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An application system of genetic information for 
meat quality grades

축산물등급 및 유전체 정보연계 활용 

시스템 구축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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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육질(마블링) 및 육량(도체중) 사전 예측관련 분자마커 조합 개발

●  한우 분자마커 56,800개 확보 및 유전자형 결정(한우 5,000두)

●  96개 분자마커 활용시 예측율 : 마블링(65%) 및 도체중(78%) 확보

●  맞춤형 컨설팅 관련 농가별 분자마커 DB구축 및 One-Stop 컨설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정호영, 063-238-7303, chung133@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농가소득 증대

  - 지역별 브랜드육의 유전적 차별화 및 특성화로 소비 촉진

    *  각 지역의 등급별 출하량 예측으로 축협의 다양한 농가 수익사업 

확대에 기여

국민들의 안심 축산물 선호도 증대 및 이력사업 공고화

  - 예측자료의 공공개방으로 축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도 고취

     *  기존 암소의 유전능력평가 부재에 따른 농가단위 암소 평가기준 

미비점 해소

육질/육량 예측기술의 개도국 지원으로 생산량 증대

  - 형질별 유전체 분석자료 제공으로 다양한 품종의 도체율 향상 가능

전주축협 농가설명회 도체중관련 분자마커 발굴 마블링관련 분자마커 특허 출원 농가 혈액채취 관련 축협별 업무협의

용어설명
분자마커 : 사람의 혈액형과 같은 형태(개체별 상이한 유전자형 보유)

마블링 : 소의 근육내 지방 분포 정도

도체중 : 머리, 내장, 다리 및 부가식 부분을 제외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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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장속도가 빠르고, 젖산생성능력이 우수하며 곰팡이 12종에 

대한 억제능력이 뛰어난 24종의 균주를  분리한 후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그리고 생리생화학적 특성 검정을 통해서 동정하였다. 특히, L. plantarum 

K46, KCC–10, KCC–19, KCC-23, KCC–24 및 KCC-26 균주는 생육이 

우수할 뿐 아니라 곰팡이에 대해 억제능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 젖산균를 이용하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보리, 호밀 사일리지를 

조제한 결과(in vivo), 이들 사일리지의 pH 저하, 젖산함량 증가 그리고 곰팡이 

수를 감소시켜 이들 균주는 양질의 사일리지 제조에 적합한 균주로 확인되어 

4개회사〔㈜ 우진 B&G, ㈜ 정농바이오, ㈜ 마이크로소프트, ㈜ 클로버〕에 

기술이전을 하여 산업화하는데 성공하였다.

Korean Lactic Acid Bacteria Additives for Silage

토종 사일리지용 젖산균 첨가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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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조사료(forage, roughage) : 섬유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사료, 일명 풀 사료.

사일리지(silage, ensilage) : 수분함량이 많은 목초류 등 사료작물을 사일로(Silo)용기에 진공 저장하여 유산균 발효시킨 다즙질사료.

젖산균(lactic acid bacteria) : 글루코오스 등 당류를 분해하여 젖산을 생성하는 세균으로 젖산발효에 의해 생성되는 

젖산에 의해서 병원균과 유해세균의 생육이 저지되는 성질을 갖고 있음.

연구성과의 핵심은?  

토종 고품질 사일리지용 젖산균 개발

- (기존) 젖산 생육능력 우수한 균주 위주로 개발 : 혐기발효 초기단계 작용 

- (개선) 젖산 생육능력 우수 + 곰팡이 억제능력이 우수(개봉 후 2차 발효단계 작용)

   ⇒ 사일리지 개봉 후 2차 발효에 의한 부패방지 능력 우수(장기간 품질 유지 가능) 

- 선발균주명 : Lactobacillus 속 K-46, KCC-10, KCC-19, KCC-23, KCC-24, KCC-26 (6종)

고품질 사일리지용 젖산균 첨가제 기술이전(실시료 23,283천원) 

- (우수성) 사일리지 품질 향상 및 개봉 후 곰팡이 발생(부패) 억제 능력 우수(장기간 품질 유지 가능)

- 기술이전 (16건): ㈜ 우진 B&G, ㈜ 정농바이오, ㈜ 마이크로소프트, ㈜ 클로버 등 4개회사

(기술이전-창업) 사일리지용 첨가제 사업화(당해년도 매출액 21,507천원) 

- 기술이전 업체 ㈜ 정농바이오 (2015. 2. 5)

- 상품명 : 탑사일리지(특허균주 혼합첨가제) (제품 출시 2015. 4. 28.)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최기춘, 041-580-6752, choiwh@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사일리지 젖산균 첨가제 개발로 품질 향상 및 2차 발효(부패)에 의한 손실 예방 

- 곰팡이 발생 및 2차 발효에 의한 손실액 1,500억/년

- 국산사일리지 첨가제로 개발시 수입대체 효과 : 22억원/년

    * 첨가제 처리 비용 절감(외국산 및 기존제품 대비: 20천원/50톤)

사일리지 곰팡이 발생 탑사일리지 제품, 2015 탑사일리지 신제품, 2016 현장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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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우 소비시장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근육내 지방함량이 높은 

육질형과 저지방이면서 발육능력이 우수한 성장형의 계통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개체의 육종가는 자신의 검정기록 및 형매 검정기록을 

통하여 추정하는데 이는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당대검정에 의한 씨수소의 

도체형질 육종가 정확도를 개선하였는데, 기존의 당대검정으로 선발되는 

후보씨수소의 도체형질에 대한 육종가의 정확도가 35%인데 반해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유전체 육종가의 정확도는 50%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Development of bull selection system based on  
genomic breeding value in Hanwoo

유전체육종가 기반 한우 계통축  

씨수소 선발체계 구축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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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능력이 우수한 한우의 선발 시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여 개량속도 가속화

한우의 DNA 정보, 혈통 및 능력검정 자료를 이용하여 씨수소의 선발 형질에 대한 유전체 

육종가를 추정하여 개량의 효율을 높임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김형철, 033-330-0656, khc3365@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한우의 단일유전자변이(SNP) 정보를 이용하여 개체의 육종가의 정확도를 향상

기존의 능력검정 정확도

선발의 정확도 향상유전체 정보이용 도체형질 추정

용어설명
유전체 육종가 : 한우의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정보 등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후대 자손 능력의 

추정치

한우 도체중 조절 유전자(PLAG_3UTR)
효과 : 한우도체중 25kg 증가

GG 유전자는 CC 유전자보다
도체중 25kg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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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말 사육 두수 증가로 폐기시키거나 단순 가공품으로 처리되었던 도축 

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 필요

●  말 도축 부산물(기름, 사골)을 활용한 피부노화 개선 화장품 소재개발

●  말기름을 정제하여 피부건강에 이로운 팔미톨레산 함량을 증가시키고, 

말기름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였음

●  사골을 활용하여 피부노화를 촉진하는 콜라겐 및 엘라스틴 분해 효소를 억제 

시키는 펩타이드를 선발하여 먹는 화장품으로 개발함

Functional cosmetic materials development with  
by-product of horse

18 말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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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팔미톨레산 : 사람의 피부를 보호하는 피지의 주요 성분으로 항산화 활성, 항노화 작용, 멜라닌 색소 저하작용, 

항균작용을 함으로써 피부를 보호하는 물질

펩타이드 : 단백질이 효소 등에 의해 분해된 아미노산 중합체로 단백질을 이루는 최소단위임

연구성과의 핵심은?  

피부노화 개선 화장품 소재로 기름 정제·탈취 및 말뼈 펩타이드 제조 

●  피부건강에 이로운 팔미톨레산 함량 증가 및 말 기름 특유취를 제거시킨 정제 기술 개발

   -  지방산 중의 팔미톨레산을 2배 이상 증가시켰고, 산성백토와 질소가스를 이용해 특이 

취를 제거시킴  

●  사골을 이용하여 피부노화와 관련이 있는 콜라겐 분해 효소와 엘라스틴 분해효소를 

억제시키는 펩타이드 제조

   - 콜라겐분해효소 : 80% 이상 억제, 엘라스틴분해효소 : 40% 이상 억제 

●  저분자 펩타이드를 활용하여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의 주름 개선 효과

   - 피부세포의 콜라겐 생합성 함량 13.4% 증가 및 피부섬유아세포의 생존율 24% 증가함  

●  특허출원 

   - 말사골 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유효성분을 함유한 화장료 조성물

   - 피부주름 개선 및 피부탄력유지 또는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채현석, 064-754-5720, 13008685a@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정제 마유 및 말 사골 펩타이드 제조 기술이전

●  말 지방 추출과 정제 관련 기술이전 : ㈜예린

●  화장품 회사에 피부노화 개선에 효과 있는 정제마유 및 먹는 사골 펩타이드 기술 전수   

●  중국 등 세계시장으로 수출되는 한국화장품에 기술 적용 가능

말기름 및 추출물 말기름 화장품 및 비누 말뼈 및 추출물 말 사골 펩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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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은 다양한 원료육(돼지고기, 닭고기, 어육 등)과 

증량제(전분, 대두단백)가 첨가되어 만들어지는데 성분기준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본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식육가공품의 원료육 종류는 원료종-

특이적인 프라이머를 이용한 실시간-PCR 방법으로 정성-정량분석법을 

개발하였다. 소시지 등에 이용되는 증량제인 대두단백 함량은 Sandwich ELISA 

방법으로, 전분함량은 황산-페놀 비색법을 활용한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분석법의 정확도는 정성분석법은 100%, 정량분석법은 95%로 매우 높은 

편이다.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 development of composition 
materials in meat products

식육가공품 원료육 종류 및  

증량제 정성·정량분석법 개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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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증량제 :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조직감 향상을 위해 첨가하는 동·식물성 식품

혼합프로스햄 : 햄의 일종으로 어육 함량이 10% 미만 포함

혼합소시지 : 소시지의 일종으로 어육 함량이 20% 미만 포함

DNA : 세포의 핵 안에서 생물의 유전정보를 저장하는 물질

프라이머 : DNA 복제 시 결합하는 짧은 DNA 조각

PCR(중합효소연쇄반응) : DNA를 탐색하고 분리할 수 있는 기법

Sandwich ELISA : 항원과 항체의 결합 여부를 이용한 분석 기법

이렇게 활용됩니다

소시지 성분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기술로 활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 중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고시 제의 

축산가공품 유형(혼합프레스햄, 혼합소시지 등)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이를 

제조업체에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분석기술로 제공되어 이용할 

수 있음(식약처에 분석법 추가 정책건의 완료)

연구성과의 핵심은?  

국내 최초 소시지 내 들어가는 원료(고기, 증량제) 함량 분석법 개발

우리나라 최초로 아이들이 좋아 하는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어떠한 원료 고기(돼지고기, 

닭고기, 물고기)와 증량제(옥수수전분, 대두단백)가 들어 있는지와 그 첨가량이 얼마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정성분석법 정확도 100%, 정량분석법 정확도 95%)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김진형, 061-238-7375, jhkim702@korea.kr,

 제주대학교 한상현, 064-754-3280, hansh04@naver.com

실시간 PCR 분석(원료육 종류) 황산-페놀비색법(전분)Sandwich ELISA 분석(대두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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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는 최근 다양한 음료용 식초와 그 효능이 알려지면서 기능성 식초 생산 및 

관련 시장 규모와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양조식초에 대한 체계적인 

기능성 소재의 연구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화학적 품질 특성 및 건강기능성과 

관련된 응용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농업과학원은 

기존 개발 기술을 토대로 기호도 상승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공정과 관리 조건을 

확립하였고, 더불어 건국대와 경희대에서는 대사체 프로파일링을 통해 식초의 

생리 활성 물질을 검정하고 더불어 식초 식이 동물모델의 대사체 분석을 통해 

식초의 건강 기능성 물질을 구명하였다.

Metabolite Profiling and in vitro, in vivo Bioactivity Research of 
Brewing vinegar for Commercial Value Improvement

양조식초의 건강기능효과 구명 및  

상품성 증진 기술 개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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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건강 기능성 고부가가치 농산 소재 발굴 및 표준화

●  전통적 방식으로 양조식초를 생산하고 상품화하는 농가업체의 부가가치 향상과 

이로 인한 농가 소득이 50%이상 증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양조 식초의 생체 내 효능 등에 대한 기초연구자료를 소비자에게 홍보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음용 가능한 웰빙 음료를 개발하고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 시료의 활성물질 탐색 및 소재 발굴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담당자 : 건국대학교 이충환, 02-444-4290, chlee123@konkuk.ac.kr

연구성과의 핵심은?  

천연 양조식초 제조를 위한 최적 기술 개발

식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제성과 현탁입자 분리법 및 최적의 갈변 억제 첨가제를 선정하였고, 

숙성 용기와 초산균 별 향기성분을 분석하여 양조식초의 기호도 증진 기술을 개발하였다.

대사체 프로파일링에 통한 양조식초의 생리활성 물질 검정

식초의 대사체 추출법과 기기 분석법을 설계하고 생리활성 실험을 진행하여 시판식초와의 

차별성을 가진 지표 물질을 구축하였고 식초의 발효 숙성 별 변화 양상을 확인하여 상품성 

향상을 위한 품질 관련 지표 물질을 확립하였다.

양조식초의 항비만과 항 골다공증 예방 기능성 구명

식초 식이 동물 실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항비만, 항골다공증 효과를 검증하고 작용 

기작을 밝히어 고품질의 양초식초 개발과 천연 양조 식초 연구 발전에 기여하였다.

식초 섭취 모델의 복부 지방 조직의 염색을 통한  
지방세포크기 감소확인

성장기 쥐 모델의 곰 CT 분석을 통한 골 밀도 상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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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강조되고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인간에게 유용하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극한 미생물의 효소를 이용한 폐자원의 친환경적인 생물학적 

처리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 닭고기 소비량의 급증에 

따른 연간 폐깃털 생산량은 약 9만 톤(2014년 기준)에 육박하고 있으나 

환경오염 문제 및 특성상 완전한 분해가 어려워 자원화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닭털 분해능을 갖는 극한환경 미생물유래 내열성 

효소를 활용하여 폐깃털의 친환경적 생물처리공정을 개발하고 이들 분해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기술을 확보하였다.

Development of an innovative enzyme platform-technology using keratinolytic 
proteasomes for the bioconversion of waste feathers to high-value products

폐깃털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한  

케라틴분해 효소군 탐색 및 활용기술개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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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닭털 가수분해산물의 다양한 고부가가치 신소재화

초고온성 효소공정을 통하여 폐닭털 분해산물을 유기비료 및 사료첨가제로 직접 

이용하거나, 기능성 케라틴 펩타이드 화장품 및 바이오플라스틱 신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개발된 활용기술은 폐자원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문제의 극복,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통한 농축산업종사자의 경제적 이윤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폐깃털의 고부가가치 자원화가 가능한 초고온성 생물전환기술 개발

닭털 분해능을 갖는 초고온성 극한미생물을 분리하고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케라틴 분해효소군을 확보함으로써 난분해성 폐닭털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케라틴 

펩타이드로의 자원화가 가능한 초고온성 생물전환기술을 개발하였다.

┃담당자 : 경북대학교 이동우, 053-950-5718, leehicam@knu.ac.kr

초고온성 생물전환공정을 통한 케라틴 펩타이드 신소재화 효능(좌) 및  
폐깃털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기술 모식도 (우)지방세포크기 감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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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66B1세포(A), 
Raw264.7세포(B)에서  

봉독과 아파민의 효능 확인

피부소양증 동물모델에서 
멜리틴의 효능 확인

DNCB로 유도된 아토피 피부염 
동물모델에서 

 봉독의 효능 확인

봉독의 아토피 유발 
진균에 대한 항균효과 

검정

우리나라의 양봉산업은 생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꿀 생산 위주에서 보다 더 다양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고품질, 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해 양봉산업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 양봉산물인 봉독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질환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산 정제봉독의 아토피 치료제로서의 

안전성 및 세포내 치료 효능을 확인하였으며, 전임상 시험을 위한 아토피 

피부염 유발 동물 모델을 확립하여 봉독의 효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아토피 피부질환에 대한 봉독의 효과를 규명하여 봉독을 이용한 

아토피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rapeutic agent containing 
domestic purified bee venom for atopic dermatitis treatment

국내산 정제봉독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질환의 치료제 개발 및 연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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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봉독 분석 및 시험법 확립을 통한 봉독 관련 기술력을 선점 하였으며, 의료용 소재 

및 해외수출을 위한 봉독 생산 기술력 또한 확보하였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봉독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개발 연구의 2015년도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은 

92,667,000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초과 달성하였다.

경제적가치 및 파급효과

오랫동안 민간과 한방에서 사용되어 그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봉독을 이용한 

식의약품 개발 등 현대의학과 접목한 녹색성장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양봉농가당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양봉농가 소득(100봉군) 봉독 부가가치

봉독 개발 전 2,792만원 20만원/g

봉독 개발 후 4,500만원 200만원/g

국내산 정제봉독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질환 치료제의 식약처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봉독의 아토피 피부질환 치료제의 산업화 및 천연물의 실용화를 촉진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아토피 피부염 세포모델에서 봉독의 효능 검정 

지라세포(splenocyte)와 대식세포(macrophage)에서 봉독의 약리효과를 구명하였다.

아토피 피부염 동물모델 확립 및 봉독의 효능 확인  

아토피 치료제 임상시험을 위해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아토피 피부염 동물모델을 

확립하였고, 봉독의 효능을 확인하였다.

봉독의 성분별 분리방법 확립 및 생리활성 검정

봉독의 분리한 성분의 아토피 유발균에 대한 항균효과를 확인하였다.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SCI 논문 4건, 국내 논문 6건, 산업재산권 출원 3건, 기능성물질/

소재개발 2건을 달성하였다.

┃담당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박관규, 053-650-4834, kkpark@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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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차단 효과(상)무처리/(하)암막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체 버섯의 27%를 차지하는 느타리버섯의 경우    

자동화와 기업화로 균일한 상품개발을 통한 신속한 유통으로 국민들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단계 과정의 부적합한 환경조건으로 

버섯생산 손실율이 10%에 이르고 있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      

연구소에서는 종균접종 후 광차단용 암막처리, 후배양 적합기술 개발과    

더불어 살균, 접종, 냉각, 배양, 생산과정시 유입될 곰팡이, 세균의 유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가용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 매뉴얼 홈페이지 제공 : http://nongup.gg.go.kr

Development of Incubation & Reduced Contamination 
in Oyster Mushroom

느타리버섯 적합 배양법 및  

오염저감 매뉴얼 개발23 



Part Ⅲ  농업경쟁력 향상 및 수출농업 지원 105

이렇게 활용됩니다

느타리버섯 적합 후배양 효과

수 익
(백만원/년)

100(관행) 105

1,0801,029 
  

후배양 조건
전배양 20℃, 20일+

후배양 20℃, 10일(수한1호/흑타리)
전배양 20℃, 20일+ 

후배양 (수한1호)23℃/(흑타리)26℃,15일

측발이율(%) 22.1 4.5

비 상품화율(%) 8.5 1.4

년간 생산량(톤) 480.0 508.8

 ※ 10,000병/일, 300일(1.6톤/일), 버섯가격 : 2,145원/㎏

냉각·접종실 UV-C램프, 배양실 헤파필터 사용에 따른 오염저감

냉각, 접종실 천장에 UV-C 램프를 3.5m 높이에서 12시간 점등시 버섯에 피해를 주는 

곰팡이, 세균이 99.7%이상 사멸되며, 배양실에 헤파필터를 설치 할 경우는 오염률이 

5.7%에서 1.1% 감소되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느타리버섯 배양 및 오염관리 요령

종균접종 후 10일부터 배양배지를 100% 광차단하고, 20℃전배양 20일+ 후배양을 15일간 

23∼26℃조건에서 배양시 비상품화율이 6%씩 감소되고, 적합한 생산시설 배치, 살균, 

UV램프 및 필터 활용시 배양실 오염율이 4% 이상 감소되어 총 1억원의 이익이 있었으며, 

자가진단 요령이 수록된   매뉴얼 제작으로 농가가 수시로 오염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담당자 :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정윤경, 031-229-6125, lkunhyo@gg.go.kr

버섯연구소 백일선, 031-229-6123, bisu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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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화수국은 국내·외 화훼 소비 시장의 변화에 따라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국의 이용증가에 따라 재배 면적과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대 일본 수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품종과 재배환경에 

따라 품질과 화색 변화가 많아 규격품의 안정적 생산이 어렵고 수확 후 관리 

기술의 미비로 신선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병해충 방제 기술이 없어 재배 

현장과 수출 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강진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절화수국의 

양액재배기술과 우수품종 선발, 수확 후 관리기술의 개발 및 병해충 종합방제 

체계를 구축 하였으며 개발기술을 활용한 재배기술 책자와 방제력을 제작하여 

재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Development of techniques for stable production and  
quality management in export cut Hydrangea

수출용 절화수국 안정생산 및  

규격품 향상 기술개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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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절화 수국 양액재배 기술 개발

이번에 개발된 양액재배 기술은 공급양액의 pH 조절, 배지선발, 생육단계별 적정 양액공급 

농도 및 중량제어 양액공급방법을 이용하여 안정적 절화수국 생산을 위한 양액 공급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위적 화색조절을 위한 황산알루미늄 처리 기술을 

개발하였다.

절화 수국 종합 방제 체계 구축

절화 수국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의 발생 소장을 구명하여 병해충 방제용 약제를 선발 후 

직권 등록하여 재배농업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흰가루병, 대만총체벌레 

등 수출용 절화수국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병해충의 종합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방제력을 

개발하였다.

수출용 우수품종 선발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전남지역에 특화된 화색별 우수품종을 선발 하였으며 절화수국의 수확 후 보존제 처리 방법과 

저장 온도와 안정적 저장기간 구명하여 유통기간의 연장과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담당자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이재신, 061-330-2554, olivejs7@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절화 수국의 규격품 안정생산으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국 양액재배 농가에 기술을 제공하여 품질의 균일도와 상품성과 

수출 검역에서 문제되는 병해충을 방제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우수품종 선발 병해충 방제력재배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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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확대로 인한 농식품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농산물 생산, 

가공, 체험·관광이 연계된 농업의 6차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와인은 포도로 만든 

고부가가치 발효식품으로 2008년 이래, 영동, 영천, 무주 등 포도 주생산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와이너리가 조성되고 있다. 주로  캠벨얼리, MBA 등 생과용 포도로 만들고 

있는 국산와인은 향과 맛이 친숙하여 와인을 처음 접하는 국내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여가 생활의 일환으로 생산지를 직접 찾아와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한 후, 농산물이나 관련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등 소비문화도 

바뀌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와이너리는 체험관광 상품을 자체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품 개발로 국내 와이너리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험·관광용 상품으로 와인을 코팅한 팽화 쌀과자를 

개발하였다.

Development of Wine-Coated Puffing Rice Snack

와인을 코팅한 체험 관광용  

팽화 쌀과자 개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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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기술이전 되어 관광 상품으로 판매

●  와인 코팅 팽화 쌀과자 제조기술은 와이너리 및 식품가공업체에 기술이전되어 

관광상품과 수출상품으로 상품화가 진행 중이다. 이 기술은 국산 포도와 쌀을 원료로 

만든 제품으로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이전 업체의 특성에 따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상품, 관광상품, 또는 

응용상품 등으로 다양한 제품화가 가능하다.

┃담당자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윤향식, 043-220-5871, aroma67@korea.kr

연구성과의 핵심은?  

와인 코팅 팽화 쌀과자 개발  

●  와인 코팅 팽화 쌀과자는 레드와인과 쌀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후, 냉장고에서 하룻밤 

두어 와인을 쌀에 흡수시킨 후 건조하여, 일정한 수분함량이 되었을 때 즉석 팽화기로 

팽화하여 만든다. 이 쌀과자는 항산화성과 혈당강하능이 증가하였고 색상과 기호도가 

우수하였다. 

●  이 와인코팅 쌀과자는 와이너리를 방문하는 체험·관광객이 직접 만들어보고 사갈 수 있는 

체험용 상품으로 고객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체험이 가능하다. 청소년, 성인, 가족단위 

방문객, 한류 열풍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 등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청소년들에게 과학이 

연계된 가공기술 체험으로 어른들은 와인 시음과 연계한 체험, 국내외 관광객에게는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 

●  이 개발 기술은 특허출원 되었으며, 2개 업체에 기술이전되어 현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허출원 기술이전 계약체결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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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 제초도 로봇이 척척

폐양액을 비료와 물로 바꾸는 폐양액 분리장치

신선채소의 유해미생물(5종) 현장 동시진단 기술 개발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무인기 영상을 활용한 고랭지 배추 작황평가

가축 사료첨가제 ‘누에 천연항생제’ 산업화 기반 구축

식물면역증강 미생물 개발

수용성 프로폴리스 개발 맛과 향이 순한 마시기 쉬운 프로폴리스

보리 바이러스병 3종 동시진단 기술

밭작물 주요 병해충의 진단 및 방제 방법

비닐하우스 친환경 차광도포제 개발 및 차광효과

수출원예작물의 순환식 유기배지경 양액재배기술 개발

광환경 조절을 통한 고품질 인삼 재배기술 개발

약용작물 GAP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종자 열수처리에 의한 고추 세균점무늬병 방제

채소 바이러스의 현장 진단키트 개발 및 보급

토양내 인삼뿌리석음병원균 밀도판별기술 개발

어린잎채소 신선도 유지를 위한 수확후관리 기술 개발

상온유통 복숭아 상품성 향상 기술

친환경적 동물 사체처리 장치 개발

동물복지 인증기준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생물을 이용한 부화장 부산물 활용

시설토마토 담배가루이 방제를 위한 트랩식물과 천적 활용기술 개발

친환경 기술개발 및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Part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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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 제초로봇은 농업 인구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심화로 인한 논 잡초 

제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제초로봇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위성항법기술 등을 이용하여 모를 밟지 않고 자율적으로 주행하면서 잡초를 

제거한다. 특히 바퀴형 제초로봇의 경우, 무인 자율주행은 물론 사람이 직접 

탑승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벼농사 제초로봇은 친환경 농업의 

핵심인 제초작업을 자동화하였고, 친환경 재배 면적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 농업용 로봇 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Weeding Robot in a Paddy field

벼농사 제초도 로봇이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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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친환경 벼농사 제초 작업 수행

바퀴형 제초로봇은 농업 인구의 고령화, 여성화 및 고역 작업 기피 현상 심화로 인한 

논 잡초 제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제초로봇의 보급, 확산을 위해 

특허 출원 및 기술 이전을 완료하였다. 일반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현장실증을 면밀히 

수행한 후, 2017년에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연약지 작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탑승해 운전 가능

바퀴형 제초로봇은 기존 승용관리기 기반으로 모를 인식하여 수 cm의 오차로 주행 가능한 

자율항법 핵심기술을 적용하였다. 또한, 최저 지상고가 66cm에 4륜 조향이 가능하고, 

14.5kW의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여 연약지에서도 효과적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3가지 기능(자율주행모드, 원격제어모드, 수동주행모드)을 탑재하여 자율 주행할 뿐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로봇에 탑승하여 운전, 조작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5조식 회전날형 

제초기가 동력전달장치와 연결되어 고속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물리적 제초작업을 수행한다.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생산자동화기계과 김상철, 031-238-4031, sckim77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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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재배로 생산하는 신선한 작물은 친환경 생산물이어야 함은 물론 생산에 

들어가는 시설과 자재도 친환경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네덜란드와 일본 등 

수경재배 선진국에서도 폐양액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버려지는 폐양액을 비료와 물로 분리하는 

폐양액 처리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개발 기술은 친환경 농업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 수경재배 기술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co-friendly system for separation of  
used nutrient solution

폐양액을 비료와 물로 바꾸는  

폐양액 분리장치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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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폐양액을 비료와 물로 분리

수경재배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폐양액을 폐양액 처리장치의 멤브레인 여과막을 통과시켜 

비료와 물로 분리시키는 기술이다. 폐양액에서 분리된 양분은 재배하는 농작물의 추비용 

비료로 사용 가능하다. 개발된 폐양액 분리장치의 시간당 처리용량은 900~1,250리터 

정도이며, 수경재배시설의 규모에 따라 처리 용량을 변경하여 제작이 가능하다. 양분 

분리율은 99.7%로 토양 및 수질오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으며, 비료대체 효과 및 물 

낭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생산자동화기계과 이공인, 031-238-4062, lgi5980@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폐양액을 비료와 물로 바꿔주는 폐양액 분리장치

폐양액 처리장치는 수경재배에서 버려지는 폐양액을 비료와 물로 분리하는 기술이다. 

폐양액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기술로 보급, 확산을 

위해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관련 업체에 기술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수경재배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현장실증을 수행하였으며, 향후에 시범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양액 분리장치 양액분리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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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른 채소 소비량의 증가로 신선채소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쌈채소(엽채류), 새싹채소 등은 

가열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기 때문에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유통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중요할 뿐 아니라 식중독균의 안전관리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식품 등에 적용해온 기존 식중독균 진단법은 확인시험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수확 후 바로 유통, 소비되는 신선채소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립농업과학원은 전북대, 카이스트와 함께 대표 식중독균 5종을 

최소 1시간 이내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쉬운 진단 

방법을 제시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반인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Development of on-site multiple paper-based sensor for  
5 pathogenic bacteria in fresh vegetables

신선채소의 유해미생물(5종)  

현장 동시진단 기술 개발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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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유해생물팀 노은정, 063-238-3406, rosalia51@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신선 농산물의 식중독균 진단이 빠르고 쉬워집니다.

농산물 중 식중독균 진단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신선한 상태로 단시간 

내에 유통/섭취되는 신선 농산물을 식중독균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식염수에 농산물투입 식중독균 분리 시료를 키트에 주입 결과확인

연구성과의 핵심은?  

빠르고 쉬운 식중독균 진단기술 개발

이번에 개발된 진단기술에는 농산물에 오염된 식중독균을 진단하기 쉽도록 나노입자를 

이용한 신호증폭 단계를 포함하였고, 기존의 항체만을 적용한 진단기술의 경우 생산 비용이 

높았으나 이번에 새로 개발된 기술은 진단에 사용되는 항체 중 일부를 세균을 죽이는 

박테리오파지 유래 단백질로 대체하여, 진단키트 상용화시 생산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진단키트는 일반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마다 간편한 회전방식 등을 접목하여 설계되었다.



2015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118

한별누에┃ 누에 유충무늬

Part Ⅳ

최근 이상기상의 상시화에 따른 기상재해의 빈발로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상기상에 선제적 대응과 농업기상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섬진강 유역의 3개 시·군(하동, 구례, 광양)을 대상으로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진청과 기상청의 기상실황, 동네예보, 중기예보 등 각종 

기상정보를 농장의 고도, 지형, 지표피복 등 국지공간 특성에 맞게 농장 단위(30m 

격자해상도)로 상세화하고, 이 상세 기상정보를 농장에서 재배 중인 작물의 품종 

및 생육단계에 맞춰 재해위험 가능성을 농업기상학적 위험지수로 표현한 다음, 이 

위험지수에 따라 농장별 재해위험 여부를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관리대책과 함께 자원농가에 사전 제공한다.

A field-specific service for agro-meteorological  
hazard early warning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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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농장단위의 기상실황 상세화 기술

농진청과 기상청으로부터 상시 수집되는 기상실황자료(육상 AWS 400개소 이상), 

동네예보자료(5㎞ 해상도), 중기예보자료를 기반으로 농촌지역의 기상분포를 농장 

단위 구분이 가능한 30~270m 해상도로 소기후모형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작목맞춤형 기상위험 지수화 산정 기술

평년기후조건 대비 현재 기상조건에서 각 작목의 영농달력에 근거한 재해 피해위험 정도를 

상대적인 위험지수로 표현하고, 선행기간 1시간~10일의 농장 및 작목맞춤형 사전경보 

생산기술을 개발하였다.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섬진강 유역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에 대하여 농장 단위 날씨 및 

기상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피해의 회피·경감 방안 및 사후 복구정보와 함께 재배농가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당 지자체(농업기술센터 등)가 관내 현황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포형 웹 GIS 서비스와 해당지역의 자원농가에게 필지단위 사전경보를 

통보하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함께 실시한다.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심교문, 063-238-2518, kmshim@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농장맞춤형 날씨 및 재해정보의 사전 제공

농장 및 작목맞춤형의 날씨정보와 재해정보를 인터넷 및 휴대폰을 통해 사전에 제공해서 

농장단위의 기상재해 피해 저감효과뿐만 아니라 농작업의 의사결정 지원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에 기여한다. 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농가에 예상되는 기상재해로 인한 

손실규모를 10%만 줄일 수 있다면 연간 1,240억원의 편익 발생이 기대된다.

농장날씨(구례, 아침기온) 영농달력(구례, 매실)농장재해(구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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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UAV : Unmanned Aerial Vehicle)를 이용하여 고랭지 배추의 정식시기 

및 생육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정식, 생육 현황 지도를 작성하여 

고랭지 배추 수급 대책 수립에 기여하였다.

Assessment of highland Kimchi cabbage growth  
situation  using UAV images

무인기 영상을 활용한 고랭지 배추 작황평가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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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무인기 영상을 활용한 고랭지 배추 정식시기 추정 모형 개발

고랭지 배추 주산지(안반데기, 매봉산, 귀네미)에서 배추 정식시기에 무인기로 촬영한 

항공영상과 표본 필지의 현장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산지의 필지별 정식시기를 지도화 하였다. 

●  고랭지 배추 주산지 3개소(안반데기, 매봉산, 귀네미) 286ha에 대해 정식시기 분포지도 작성

무인기 영상을 활용한 고랭지 배추 생육인자(초고, 엽폭) 추정 모형 개발

무인기 영상과 고랭지 배추 주산지에서 조사한 배추의 생육인자(초고와 엽폭)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영상을 기반으로 한 고랭지 배추 생육 추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  고랭지(안반데기) 배추 초고(cm) = 2.52×exp(3.34×NDVI), R2 = 0.94

●  고랭지(안반데기) 배추 엽폭(cm) = 3.86×exp(2.594×NDVI), R2 = 0.90

무인기 영상을 활용한 고랭지 배추 생육이상 추정 지도 작성

고랭지 배추 생육후기에 촬영된 무인기 영상과 표본필지 병 발생 조사를 통해 생육이상을 

추정하고, 필지별 생육이상을 표현할 수 있는 지도를 작성하였다.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이경도, 063-238-2512, kdlee11@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고랭지 배추 정식시기, 생육현황 정보제공을 통한 안정 수급 대책 수립 지원

고랭지 배추에 대한 정식시기 지도는 배추 재배면적과 수확시기 추정에, 생육인자 및 

생육이상 지도는 병 발생 유무 및 수량 변동 추정에 활용되어 고랭지 배추 안정 수급을 

위한 대책 수립에 기여하였다.

생육이상 분포 지도(’15.9.4 기준, 강릉 안반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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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금지(’11. 7월)로 가축 질병 증가와 농가 생산성이 

악화되고 있어, 효과적인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누에의 생체 방어기작을 이용하여 유산균 추출물을 

면역유도제로 개발한 후 누에에 주입함으로서 천연의 항생펩타이드를 대량 

생산하는 누에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면역유도 누에는 최적 제형화 후 육계, 

산란계, 오리를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한 결과, 생체중량 증가, 사료요구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축의 스트레스 지표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공동연구를 통해 면역누에 양산에 필요한 자동화장치 개발과 소비자 기호도 

분석을 통해 가금산물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

Development of functional feed additives for poultry by using 
silkworm producing natural antimicrobial peptides

가축 사료첨가제 ‘누에 천연항생제’ 

산업화 기반 구축06 

유산균 이용 누에면역유도제 개발

누에 사료첨가제 효과 검증(육계 체중, g/개체)

누에 천연 사료첨가제 시제품 개발

누에 사료첨가제 효과 검증(오리 체중, g/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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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육계, 산란계, 오리를 위한 고효율 친환경 사료첨가제 활용

●  육계농가(5만수×6회), 연간 약 3.8천만 원의 수익증가 효과가 예상 

●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 또는 산업체와 협력하여 친환경 가금산물 생산을 위한 

브랜드화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연구성과의 핵심은?  

고효율 누에 천연항생제 개발

●  누에 천연항생제는 유산균 펩티도글리칸 성분을 추출, 누에에 주입함으로서 면역반응을 

활성화시켜 다량의 항생펩타이드를 생산하는 기술임

●  면역누에 가루의 장내 흡수율 향상을 위한 최적 제형화(가수분해, 나노코팅) 개발 후 육계를 

대상으로 사료에 0.01%를 첨가해 5주간 시험한 결과 육계 생산성 및 사육 안전성이 크게 

개선됨

 -  무첨가군 대비, 체중(4.5%) 증가 및 사료요구도(6.1%) 개선, 유해균 및 스트레스 

지표(cortisol) 감소, 총항산화 활성(1.38%) 증가  

●  산란계·오리 적용 시험 결과,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 효과가 입증됨

 - (산란계) 산란율(최대 2.3%), 사료요구율(최대 7.6%) 개선, 계란품질 및 저장 안전성 향상 

 -  (오리) 체중(최대 2.4%), 사료요구율(최대 4.2%) 개선, 오리고기 보수력과 전단력 및 

안전성 개선

면역누에 사료첨가제 친환경 브랜드화 기반 구축

●  산업체 공동연구로 양산 체계 구축을 위한 면역누에 자동화생산 장치 및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부터 시범 대량 생산 예정 

●  또한, 누에 천연항생제의 시장 경제성 분석 및 소비자 가금산물 기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친환경 가금산물의 브랜드화 및 수출 확대도 기대됨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최광호, 063-238-2905, ck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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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면역 기능을 높이는데 탁월한 기능을 가진 고활성 근권균인 바실러스 

발리스모르티스 BS07M과 EXTN-1 균주를 개발함

●  EXTN-1 균주에서 분리한 펩타이드 성분으로 식물 면역활성을 높이는 

물질인 다이펩타이드 Q3를 개발하여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함

●  고활성 바실러스 근권균(EXTN-1, BS07M)과 펩타이드 Q3, 칼슘을 혼합하여 

미생물복합제로 제제화함

고온장해(상) 및 냉해(하) 저감 효과 배추무름병 방제(상) 및 생육 증대(하) 효과

Microbial Development for plant immune enhancement

식물면역증강 미생물 개발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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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미생물 복합제의 활용

●  면역활성 미생물을 처리함으로써 여름배추의 생육을 좋게 하여 배추 수확기의 배추 

생체중을 60% 증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 미생물 배양액을 직접 활용하여 처리 가능

   - 다이펩타이드와 미생물을 혼합한 미생물복합제를 활용 가능 

●  여름 배추뿐 아니라 각종 농작물의 친환경 재배기술에 활용 가능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박경석, 063-238-3049, kspark@korea.kr

연구성과의 핵심은?  

처리방법 단순화

●  유묘기에 미생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단순화하여 강릉 안반데기 포장 22만평 규모로 

농가포장 현장 실증 시험 수행

   - 처리농도 : 1×107 cfu/ml

   -  처리방법 : 육묘상에 배추를 파종하여 떡잎이 전개된 시기부터 1주 간격으로 3회 처리, 

생육기 중에는 더 이상 처리하지 않음

 미생물복합제 처리 효과

●  미생물복합제 처리에 의한 배추무름병 억제 및 생육촉진 효과

   - 무처리에 비해 배추무름병 57% 감소

   - 무처리 배추(평균 2.4kg)에 비해 미생물복합제 처리(평균 4.0kg)시 60% 증수

                그림. 미생물복합제 처리별 배추 생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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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에서 소비자 중심의 농산물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로 

산업경쟁력 제고 및 강화 

(개발 前) 알코올 함량이 높은 프로폴리스 추출물 제조

(개발 後) 알코올 함량을 낮추고 먹기 쉬운 수용성 프로폴리스 제조

물에 쉽게 용해되며 마시기 쉬운 수용성 프로폴리스 개발로 맛과 향이 우수

산업재산권 출원으로 기술 선점, 5개업체 7건의 기술이전으로 사업화 추진 중

국내 양봉산물의 대부분(80%이상)을 차지하는 꿀과 프로폴리스의 혼합가공 

기술 개발로 양봉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

Water soluble propolis with honey

수용성 프로폴리스 개발 

맛과 향이 순한 마시기 쉬운 프로폴리스

수용성 프로폴리스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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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우순옥, 063-238-2898, wooso1@korea.kr

연구성과의 핵심은?  

맛과 향이 부드러운 수용성 프로폴리스 

  - 꿀과 프로폴리스를 이용하여 맛과 향이 부드러운 수용성 프로폴리스 

  - 특허출원 및 출원 중 기술이전 7건 9,492,600원

  -  수용성 프로폴리스 개발 기술은 프로폴리스 고유의 향과 맛을 살리고 순화시켜 프로 

폴리스를 건강기능식품에서 요구하는 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이렇게 활용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접근 용이

  -  프로폴리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특유의 향과 맛이 강하여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식품이었음 

  -  항산화 효과는 변하지 않고 수월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쉽게 

프로폴리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함

  -  프로폴리스 고유의 강렬한 냄새와 맛을 순화시킴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꿀맛 나는 프로폴리스의 개발로 장식장 안에 있던 꿀과 프로폴리스를 식탁으로 

나오게 함

좌: 꿀프로폴리스 우: 프로폴리스 원액  좌: 꿀프로폴리스 우: 프로폴리스 원액

▶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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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밀, 보리 등 맥류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병은 보리누른모자이크병 

(BaYMV, BaMMV), 보리위축병(BYDV)등 이며 이들 바이러스병은 

토양전염성곰팡이 및 진딧물에 의해 주로 매개된다. 최근 이상기온 등의 

기후변화로 매개자의 밀도가 증가하고 이들 매개자에 의해 전염되는 맥류의 

바이러스병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리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병은 일단 감염이 

되면 치료가 어려우며 병징이 거의 비슷하여 병징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보리에 주로 발생하는 3종류의 바이러스병(BaYMV, 

BaMMV, BYDV)에 대한 동시진단 방법을 개발하고 농업현장에서 손쉽게 

활용가능한 키트를 제작하였다. 동시제작 방법은 간단한 조작만으로 누구나 

쉽게 미량의 바이러스(바이러스 농도 10ng~)도 검출이 가능하다.

Simultaneous detection of three barley Virus Diseases

보리 바이러스병 3종 동시진단 기술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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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보리 바이러스병 진단 한번으로 끝 

보리 바이러스병 동시진단기술은 3가지 종류의 보리 바이러스를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primer와 

증폭효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진단키트에 바이러스 RNA만 첨가하여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폭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동시진단키트는 3가지 종류의 바이러스병을 단 한번의 실험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본 진단키트는 아주 미량의 바이러스도 검출이 가능하므로 초기단계에서 

신속하게 진단이 가능하고 기존 진단법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다.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 이봉춘, 0631-238-5342, leebc21@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농업현장에서 단 한번으로 손쉽게 보리 바이러스병 진단가능

보리의 바이러스병은 병징 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워 농업현장에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으나 본 진단키트는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현장에서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다. 진단키트에 이병주로 의심되는 식물체의 RNA만 첨가하여 기존의 

유전자 증폭기에서 유전자 증폭을 확인하면 된다. 한번의 실험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3종류의 바이러스병이 확인되므로 바이러스병 발생상습지에 저항성품종 추천 등의 

농가 지도에 활용이 가능하다. 본 동시진단방법은 기존진단법(항원항체법) 대비 

소요시간의 6배 단축 및 검출감도의 100배 상승효과가 있다. 1천점당 약 2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하여 기존 단일진단법 대비 50%의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보리 바이러스병 발생 포장

동시진단 키트 단일 및 동시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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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팬 장착 로케트트랩콩 역병 저항성검정조 노균병 병징

조는 소면적 재배작물로 병에 대항 인식 및 자료가 부족하여 병 발생시 대부분 

다른 피해로 오인이 되고 있다. 조 노균병은 조 재배시 가장 문제가 되는 병으로 

유사 병해충과 구분할 수 있는 육안진단 방법이 필요하다. 

콩은 논재배 증가 및 환경변화에 의해 토양전염성 병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 역병은 배수가 불량하거나 침수된 포장에서 발생이 심하며, 논 재배시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콩 역병에 저항성 품종 재배가 중요하나 내병성 

육종에 대한 저항성 검정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콩에서 문제가 되는 해충은 노린재류로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와 

썩덩나무노린재가 가장 대표적이며, 이에 대한 기존에 개발된 페르몬트랩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Diagnosis and control method of major disease and  
insect pest on field crop

밭작물 주요 병해충의 진단 및 방제 방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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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조 생육단계별 노균병 육안진단법

●  노균병과 유사병해충의 차이점

생육단계 노균병 유사 병해충

영양생장기 
및 유수형성기

잎 앞면 황녹색 줄무늬
습하면 뒷면 흰곰팡이 형성

(줄무늬잎마름병)
잎 앞면에만 뚜렷한 황녹색 줄무늬 형성

출수기
출수 부위가 가늘고 심하게 

찢어지며, 줄기는 갈변되지 않음

(조명나방)
출수부위 및 줄기 전체가 갈변,  

줄기가 쉽게 뽑혀짐

유숙기 및  
수확기

전체 또는 부분 이삭 씨껍질이 
여물지 못하고 기형이 됨

(조명나방)
이삭이 백화되며 고사

콩 역병 저항성 검정체계 확립

●  (줄기상처 접종법) 콩 유묘에 줄기 상처를 

내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병원균 배양 배지 

1ml를 주사 한 후 10일 후 병징 확인

솔라팬 장착 로케트트랩의 노린재류 

유인효과

●  로케트트랩 내부 원뿔형의 상부에 솔라팬을 

장착하여 대상해충의 집합페로몬을 효과적 

으로 방출하여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와 썩덩 

나무노린재의 유인효과를 크게 증진

이렇게 활용됩니다

●  생육단계별 조 노균병의 병징을 육안으로 진단 가능함으로써 다른 병해충으로의 

오인을 줄일 수 있으며, 건전종자 채종으로 다음해 병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콩 논재배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역병에 대하여 내병성 검정체계 개발로 저항성 

품종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콩 재배지에서 솔라팬 장착 로케트트랩을 이용하여 노린재류를 유인한 결과 기존 

황색로케트트랩과 비교하여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1.9배, 썩덩나무노린재는 

1.8배를 더 유인하여 효과가 증진되었습니다.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생산기술개발과 윤영남, 055-350-1264, yoonyn@korea.kr

조 노균병 잎 병징(앞, 뒤) 줄무늬잎마름병 피해

조 노균병에 의한 미출수 조명나방 피해

조 노균병에 의한 기형이삭 출수 조명나방 피해

줄기 상처 접종

▶접종방법이 용이하며 재현성이 우수함

품종별 줄기 상처 접종 결과 농도에 따른 접종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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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제품 개발제품

고온억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포그 등 증발냉방은 효율은 높으나 과습 우려가 

있고, 차광망 이용은 일사량 부족, 설치와 운용이 불편하다.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는 차광도포제는 유리온실용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며, 온도강하에 

효과적이나 가격이 비싸고 도포제 제거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발한 도포제는 생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로 

도막의 균일성이 높고 시설 내 온도를 2∼4℃ 저하시키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강우에 의해 서서히 제거되는 특성이 있다.  시설딸기 재배에 적용할 경우 4월 

이후 시설 내 온도를 낮추어 수확기간 연장 및 품질향상을 할 수 있고, 6월∼8월 

육묘기에는 고온을 억제할 수 있어 묘소질을 높일 수 있다.

Development of eco-friendly shading liniment for plastic 
greenhouses and its shading efficiency

비닐하우스 친환경 차광도포제  

개발 및 차광효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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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도포제의 차광율 조절은 물과 차광도료를 일정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바람이 불지 

않고 맑은 날 도료를 충분히 교반하여 동력분무기로 살포한다. 친환경 차광도포제 

사용에 따른 비용은 10a당 200천원으로 수입산에 비해 40% 저렴하며 시설딸기 

재배면적 10% 보급시 년간 134백만원 절감이 가능하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도포 균일성이 높은 친환경 차광도포제 개발

친환경 차광도포제는 변성전분(10%), 실록산(1.5%), 탄산칼슘(40%), 분산제(응고방지), 소포제, 

pH조절제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변성전분은 생분해성 물질로 조성물을 결합시키고, 실록산은 

표면장력을 감소시켜 부착력을 높이며, 소포제는 도포시 기포발생을 억제하는 특징이 있어 

차광도포제가 일정기간(2개월)이 경과한 후에 분해되며 도포를 균일하게 할 수 있다. 

수확기 연장 및 육묘시 묘소질 향상

외부기온이 높아지는 4월 이후에는 딸기 재배온실 내 기온 상승으로 수량 및 품질이 저하되는데, 

차광도포제 15% 차광은 내부온도를 2∼3℃ 낮추어 품질저하를 지연시킬 수 있어 수확기간의 

연장이 기대된다. 그리고 육묘가 이루어지는 6월∼8월 차광도포제 35% 차광은 내부온도를 

2∼4℃ 낮추어 관부직경이 굵어지고 뿌리발달이 양호하여 양질묘 생산에 유리하다.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이재한, 055-580-5528 lejank@korea.kr

온도, 투광율 변화와 묘 생육

차광도포제 사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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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작물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생산을 가능케 하는 수경재배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출 과채류의 재배방식이 수경재배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국내 수경재배 

농가는 비순환식 양액공급 방식이 대부분으로 재배과정 중 배출되는 배액의 

잔여비료 성분으로 인한 환경오염, 물·비료의 과다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배액을 재활용하는 한국형 친환경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하였다. 주요 개발기술은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배지(organic substrate)를 이용하여 한국의 기후에 맞는 생육단계별 

순환식 표준배양액 조성, 배액 및 유기배지 재사용 기술, 배액 전기살균소독의 

원천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살균소독시스템 개발이다.

Development of closed hydroponic technologies with an organic 
substrate in cultivation of export horticultural crops

순환식수경재배 시스템 설치도

수출원예작물의 순환식 유기배지경  

양액재배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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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수출원예작물의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개발

국내 과채류 재배농가는 기후와 작형이 전혀 다른 유럽의 양액조성, 양액관리 등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수량이 낮고 상품률이 저하된다. 기존의 네덜란드식 수경재배기술을 한국의 

기후와 여건에 맞도록 생육단계별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조성 및 양액관리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배액의 재사용과 안정적 양액관리기술의 매뉴얼화를 통한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 

보급으로 파프리카, 토마토를 중심으로 한 수출원예작물의 고품질 안정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

유기배지경 폐배지 및 배액의 재활용 기술

관행(비순환식)으로 배출되는 배액의 재활용과 재배 후 폐기시 문제가 되는 암면배지를 

대체할 수 있는 유기배지의 이용 및 관리기술, 고가의 수입산 장비를 대체하는 배액의 저비용 

살균소독시스템 개발, 순환식 양액제어 알고리즘 개발 등 농가재배현장에서 실용 가능한 

한국형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였다.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여경환, 055-580-5533 khyeo@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시설원예작물의 순환식 수경재배시 전기살균소독장치와 순환식 수경재배를 위한 

배지 중량 계측장치를 특허 출원하였고, 수입산 대비 20%(장치 부분) 저비용의 배액 

살균소독시스템 보급, 배지 재활용에 의한 연간 배지비용 절감(370만원/ha)으로 

생산비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순환식 수경재배시스템 장비의 국산화, 관련기업 

육성을 통한 시설원예 분야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파프리카 재배전경 및 순환식 
수경재배시스템 설치도

생육단계별 양분흡수 
특성에 따른 양액조성

배지 재활용 기술개발
주요 병원균 전기살균처리 

조건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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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식 해가림(캐나다)을 국내에 도입 적용하여 관행해가림과 비교한 결과 

누수가 많고 투광량이 적어 인삼에 적변 발생이 많았고 토양 경도 증가로 

생육이 불량해져 수량이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습해 발생이 많으므로 캐나다 방식의 수평 해가림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인삼을 안전생산하기 위해서는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한국형 광폭 해가림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Development of shading facilities controlling light  
environment for high-quality ginseng cultivation

광환경 조절을 통한  

고품질 인삼 재배기술 개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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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광환경 조절을 통한 고품질 인삼생산

경지 이용효율 증대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관행 해가림시설 

(철재A형) 대비 8,000천원/10a(5년)의 수익증가가 있었다. 향후 광폭 해가림의 

지속적인 개발로 모델을 단순화 및 규격화시키는 한편 내재해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인삼 농가의 생산비 부감을 낮출 수 있도록 보급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인삼하우스 재배에 ICT로 위와 같은 광환경조절을 수행한다면 보다 

손쉽게 고품질 인삼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시간대별로 광합성효율이 다른 인삼

우리나라에서 측정한 일중 시간대별 인삼의 광합성속도를 보면 해가 뜨고 24℃전후가 되는 

12시까지는 활발하다가 이후부터는 온도가 30℃이상이 되어 크게 낮아졌다. 이처럼 온도와 

광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인삼 주산지는 고위도나 산지에 형성되어 있다.

한국 실정에 맞는 광폭 블라인드 해가림개발

‘그렇다면 광합성속도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오전 11∼12시에 광투과율을 낮춰준다면 

인삼 생육에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광폭 블라인드 해가림시설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매일 11시를 기준으로 천장을 아침엔 열고 이후엔 닫아뒀다. 물론 

비가 올 땐 오전이라도 천장을 닫아 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했다. 결론만 말하자면 관행 

해가림시설과 비교해 온도는 2℃, 습도는 40%(천장통풍 가능)가까이 낮았고 인삼은 

근중이 2배, 단위면적당 재식본수가 30% 증가(관행: 고랑90cm+이랑90cm → 블라인드: 

고랑120cm+이랑60cm)해 단위면적당 2.5배의 수량 증대효과가 있었다. 또한 시설 높이가 

높아 농작업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다.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장인배, 043-871-5631, ikanet@korea.kr

관행대비 개량해가림 시설 내 인삼의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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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약용작물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재배환경에서 비료, 농약 등 안전생산 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생산함으로써 

안전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약용작물의 GAP 생산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수입한약재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강황·천문동·금은화 3작목에 

대한 GAP 표준재배기술을 작성하였고, 당귀·황기 등 18작목에 대한 GAP 

표준재배기술을 보완하였으며, ‘백수오’를 포함하여 5작목에 대한 GAP 적용 

약제를 선발(종자소독 6, 살충제 3, 살균제 5품목) 하였다. 또한 기술지원과와 

공동으로 도라지 등 5작목의 GAP 현장적용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농가 

기술지원을 수행하였다.

Development and supply of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 in 
medicinal crop

약용작물 GAP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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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약용작물 표준재배지침(SOP) 3작목을 설정하였으며 도라지 등 5작목에 대한 GAP 적용약제를 

선발하였습니다.

GAP 및 친환경 안전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강황’, ‘천문동’, ‘금은화’ 등 3작목의 

GAP 표준재배기술(SOP)을 작성 하여 표준재배지침 작성 작목을 60작목으로 늘렸으며, 

그 중 18작목의 표준재배기술을 보완하였고, 기원정립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백수오 발생 

문제해충인 진딧물, 도라지, 황기, 지치, 결명자 종자오염균에 대한 종자소독약제를 

농약직권등록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하였는데 현재 23작목에 이르는 GAP 적용농약 등록 

작목이 농약잔류시험 완료 후 26작목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GAP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와 공동으로 도라지(이천), 오미자(청주), 당귀(평창), 

지황(구례), 더덕(하동)에 대해 GAP 현장적용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현장기술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김영국, 안태진, 043-871-5565, kimyguk@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국내 약용작물 GAP 재배면적의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에 큰 기여할 것입니다.

국내 약용작물 GAP 생산 기반 확충,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현재 GAP 

생산면적 7.4%를 국가정책목표인 30%대로 올리는데 기여할 것이고 GAP 재배농가의 

소득도 관행재배 대비 10% 증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백수오 GAP 약제 선발 약용작물 GAP 재배 컨설팅결명자 GAP 약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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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적인 채소인 고추에서 종자를 통해 감염되는 대표적인 병이 고추 

세균점무늬병(Xanthomonas campestris pv. vesicatoria)이며, 종자전염성 

병은 방제가 어려워 난방제 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자 

열수처리를 통하여 고추 세균점무늬병균을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Management of pepper bacterial spot disease
by hot water treatment

종자 열수처리에 의한  

고추 세균점무늬병 방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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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종자 열수처리로 세균점무늬병 친환경 방제 가능 

고추 세균점무늬병은 발생 초기에 고추 잎을 물에 데친 것처럼 수침상을 나타내며, 

고추의 생육을 저하시키며 유묘에 감염될 경우 고사주가 많이 발생하며, 무감염주에 

비해 생육이 현저히 감소하는 병이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추 종자를 열수처리 

한다. ① 고추종자를 38℃ 물에 10분간 침지하여 전처리함. ② 고추 종자를 52℃열수에 

30분간 침지함. ③ 열수처리한 고추종자를 묘판에 파종, 12일 후 결과를 확인함.

연구성과의 핵심은?  

고추 종자 52℃에서 30분 열수처리로 세균점무늬병 방제 

고추 세균점무늬병은 종자전염성 병임에도 종자소독 약제가 등록되지 않아 종자 단계에서의 

방제에 어려움이 있으나 열수처리로 이 병을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열수처리 

온도별 고추 세균점무늬병의 발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열수처리를 하지 않은 무처리 

시험구는 100% 병이 발생한 반면, 52℃, 55℃ 열수처리구는 1%로 나타나 열수처리에 의한 

고추 세균점무늬병의 방제효과는 99%로 매우 높았다. 주의할 점은 열수처리온도가 50℃ 

미만일 때는 방제효과가 감소하므로 온도조절에 유의해야 한다. 열수온도 49℃에서는 

방제효과가 85%, 열수온도 46℃에서는 67%로 감소하였다. 또한, 열수처리 온도가 55℃일 

경우 고추종자의 발아가 다소 지연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백창기, 031-238-6313, plantdoctor7@korea.kr

고추 ‘하나’와 ‘녹광’ 품종에서의 세균점무늬병 종자열수처리 효과

(A-D; 파종 9일 후, E-H; 파종 12일 후)



2015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142

한별누에┃ 누에 유충무늬

Part Ⅳ

16 

기후변화, 시설재배 면적 확대, 연작 및 FTA 등 농작물의 자유 교역으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에 병충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식물 바이러스는 농작물에 

만성적으로 연간 4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식물바이러스병의 치료 약제는 세계적으로 아직 개발된 것이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조기 예방만이 최선의 방제 대책이다. 본 연구진에서는 

나노 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식물 바이러스 진단 기술을 2006년부터 개발하여 

실용화함으로써 농업 현장에서 비전문가도 2분 내에 11종 바이러스를 

초간편 진단하여 바이러스병을 예방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2015년까지 약 87,000개의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연중 개발하여 지방 

농촌진흥기관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Development and release of on-site diagnostic kit for viruses 
occurring on fruit vegetables in fields

채소 바이러스의 현장 진단키트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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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 (Cucumber mosaic virus, CMV) : 고추, 멜론 등에 주로 발생하여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바이러스 

호박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 (Zucchini yellow mosaic virus, ZYMV) : 오이, 애호박 등에 발생하여 과실 기형으로 피해를 

입히는 바이러스

RIGS 진단키트 (Rapid Immuno-Gold Strip diagnostic kit) : 급속면역금나노입자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영어 줄인 

말이며, 보통 한글로 ‘바이러스 현장진단키트’라고 부른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고추, 토마토, 멜론 등 바이러스 진단키트 11종 16,200점 개발 보급

고추, 토마토, 멜론 등 농작물에 바이러스병이 퍼져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오이모자이크 

바이러스(CMV) 등 채소 바이러스병을 일체의 장비나 기구들의 필요 없이, 농가 현장에서 

2분에 뚝딱, 신속 정확하게 누구나 바로바로 농작물 바이러스병을 쉽게 진단할 수 있다.

수박, 오이 등 박과류의 골칫거리인 호박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

오이, 호박 등 박과 작물에서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골칫거리 호박황화 

모자이크바이러스(Zucchini yellow mosaic virus, ZYMV)는 현재로서 바이러스 치료농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빠른 진단으로 병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현장에서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ZYMV 진단키트를 100% 국내기술로 개발하였다.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최승국, 063-238-6322, viroid@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농업인들과 함께 2분내 간편하게 병든 채소 바이러스병을 찾아냅니다

외국계 회사들의 진단키트들을 이용하여 고추 작물에서 5종의 바이러스 진단할 때 

40,000원 (8,000원/개 × 5개) 정도 비용이 들어 농가는 큰 부담을 가지게 되나, 100% 

우리 기술로 개발된 바이러스 진단키트(RIGS 키트)는 무료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비용 발생이 전혀 없다. 2016년에 ZYMV 진단키트가 추가로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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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뿌리썩음병은 연작장해의 주요 원인으로 ‘시린드로카폰 데스트럭턴스 

(Cylindrocarpon destructans)’라는 병원균에 의해 발생한다. 인삼 재배 예정지를 

정하거나 계속 재배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인삼뿌리썩음병원균’의 밀도를 

토양에서 정확하게 검출하는 선택배지와 분자마커를 개발하였다. 이 두가지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방법보다 100배 이상 검출 정확도가 높아졌으며, 토양 1g당 

뿌리썩음병원균 포자 10개 미만까지 검출이 가능한 정량분석법을 정립되었다.

Measurement of density for Cylindrocarpon destructans  
using real time PCR

토양내 인삼뿌리석음병원균  

밀도판별기술 개발17 



Part Ⅳ 친환경 기술개발 및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145

용어설명
연작장해 : 같은 종류의 작물을 동일한 밭에 연속적으로 재배했을 때 작물의 생육이나 수량, 품질이 감소하는 것

연구성과의 핵심은?  

인삼뿌리썩음병원균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특이적 마커 개발

인삼뿌리썩음병원균(C. destructans)의 유전체 분석을 해독해 이 병원균에만 존재하는 

유전부위(미세표식자)를 활용한 검출마커 Ccms57-1, Ccms75-2 등 2종의 분자마커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마커는 기존 마커와는 다르게 속이 다른 균주서는 검출이 되지 않으며, 

오직 인삼뿌리썩음병원균(C. destructans)만 진단이 가능하였다.

 
인삼뿌리썩음병원균 이차대사산물(라디시콜)을 이용한 선택배지 개발

이 선택배지는 인삼뿌리썩음병원균(C. destructans)이 생성하는 ‘라디시콜(radicicol)’이라는 

이차대사산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배지에 첨가하면 다른 균은 생장하지 못하고 ‘인삼뿌리썩음 

병원균’만 배양되는 특징이 있다.

 
토양내 인삼뿌리썩음병원균 밀도 판별기술 개발

이상의 개발된 분자마커와 선택배지를 이용하면 토양내 ‘인삼뿌리썩음병원균(C. 

destructans)’의 밀도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 선택배지와 분자마커를 이용해 토양 내 소량의 

인삼뿌리썩음병원균 검출(토양1g 당 병원균 포자 10개 내외)이 가능하며, 기존방법 대비 약 

100배 이상 검출 감도가 높다.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이승호, 043-871-5550, lsh750409@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인삼 재배 농가의 인삼뿌리썩음병 및 연작장해 피해 예방

인삼 재배 기간에 병원균 밀도검정을 통해 인삼뿌리썩음병원균의 증식 정도와 이를 토대로 

뿌리썩음병 발생을 예측할 수 있으며, 수확시기 및 계속 재배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인삼 재배 시 최적예정지 선정

토양내 인삼뿌리썩음병원균의 밀도검정을 통해 인삼 재배 적지를 선정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미경작지 토양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경제 비용이 절감된다.

포장 초/재작지 병원균 밀도
(spore/soil 1g)

일죽1-1 재작지 37.6

일죽1-2 - 4.2

진안1-1 재작지 45.6~71.6

진안1-2 재작지 12~19

진안2 초작지 2.6~6.2

진안3 재작지 16.4~20.0

진안4 초작지 4.5~4.9

나주1 재작지 15.2~18.5

나주2 재작지 19.5~25.1

나주3 초작지 3.2~5.6

나주4 초작지 7~9

백수오 GAP 약제 선발 약용작물 GAP 재배 컨설팅결명자 GAP 약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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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의 길이가 10cm 이내인 잎채소를 이용하는 것을 어린잎채소라고 하며 

살충제, 살균제 없이 20-40일이면 생산이 가능하여 친환경농산물로 생산된다. 

어린잎채소는 일반 재배 채소의 큰 잎을 잘라 유통하는 것에 비해 갈변이 

적고 유통기간이 길어 샐러드 재료로 선호되고 있다. 대부분의 어린잎채소는 

신선편이식품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가열 처리 없이 제품화하고 개봉 후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의 특성상 생산, 세척, 포장 및 유통 과정 중에 미생물 

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으로 어린잎채소의 수확후 출하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안전식품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확후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Improvement of postharvest technology to  
maintain quality of baby leaf vegetables

어린잎채소 신선도 유지를 위한  

수확후관리 기술 개발18

세척-전해수120ppmCI(작업장≦10℃)

건조

예냉-저온실냉각≦5℃

포장

수확-새싹수확기

출하-5℃

▶

▶

▶

▶

▶
작업장≦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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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절감을 위한 상자재배용 ‘새싹수확기’ 개발

상부에 칼날이 있고 칼날 하부에 수확한 지상부를 담을 수 있는 수확봉투를 결합하여 1상자당 

40-60초에 수확할 수 있는 이러한 디자인 구성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출원하였다.

 

어린잎채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수확규격 설정

베이비채소라고도 불리는 어린잎채소에 대한 명칭을 단일화하고 초장(잎과 잎자루를 포함한 

전체길이)을 기준으로 어린잎채소(아이순)은 4cm, 어린잎채소(소)는 6cm, 어린잎채소(중)은 

8cm, 어린잎채소(대)는 10cm 내외로 규격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신선, 신선편이 수확후관리 과정 개선 및 유통기간 설정

어린잎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확시 위생적으로 수확하고 수확후 5℃이하 

강제송풍 저장고에서 12시간 이상 예냉한 후 계량하여 포장하며 작업장의 온도는 15-18℃를 

유지한다. 신선편이 형태로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3회의 세척(1차: 이물질 제거/버블, 2차: 

살균소독 100-150ppm 염소수/침지, 3차: 헹굼/침지)과 회전식탈수를 포함하며 포장실 등 

작업장 온도는 10℃이하로 관리하며 완제품을 출하할 때는 5℃이하 저온유통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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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됩니다

어린잎채소 수확후 신선도 유지를 위한 종합기술 및 매뉴얼 보급

어린잎채소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기술 적용으로 부가가치 향상(100 → 115%)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새싹수확기 신선편이용 세척어린잎채소 수확규격 설정

아이순 소 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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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는 10℃이하의 온도에서 저장·유통 시 과육이 갈변되거나, 스펀지화 

현상이 나타나는 저온장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상온유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상온유통 중인 복숭아는 급격히 과육이 물러져 쉽게 멍이 

들고, 곰팡이가 발생하여 상품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복숭아의 

상온유통기간은 품종과 수확시기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백도계는 

3~5일, 황도계는 4~7일로 저장 및 유통 기간 연장을 위한 선도유지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확 후 이산화탄소를 단기간 처리하여 복숭아 

상온유통 중 연화 및 부패과 발생을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상온유통 복숭아 상품성 향상 기술

Improvement of quality and shelf-life of peach fruits at ambient 
temperature

19

3. 이산화탄소 주입

4. 이산화탄소 처리(3시간) 

2. 챔버 밀폐

5. 저온수송

1. 챔버에 복숭아 팔레트 넣기

6. 유통업체 판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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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선도유지를 위한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 확립

복숭아를 수확 후 30% 이산화탄소를 3시간 처리하여, 24℃ 유통 중 과실의 연화 억제 및 

부패율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처리 복숭아는 상온 유통 4일 후 무처리 대비 1.6배 

단단하게 유지되어 과실의 물러짐 현상이 지연되었으며, 부패율 또한 14~20%에서 4~10%로 

감소되었다.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 현장 적용

아크릴 챔버를 이용한 신속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산지유통센터에서 

출고 전에 이산화탄소를 처리한 결과, 유통과정 중 부패과 발생이 억제되어 현장적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연구팀 이진수, 063-238-6521, leejinsu@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상온유통 복숭아 상품성 향상으로 맛있는 복숭아 공급

복숭아는 유통과정이 지연되거나, 구입 후 가정에서 보관하는 동안 과육이 물러지거나 

부패가 발생하게 된다.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은 상온 유통 복숭아의 부패율을 10% 

이상 억제하여 손실률을 저하하고, 상품성을 향상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복숭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장·유통 중 상품성 향상으로 수출상품의 

고급화로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산화탄소 처리무처리

<‘미홍’ 복숭아 이산화탄소 처리효과(상온저장 4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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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체 발생시 소각, 매몰방법 등에 국한된 처리로 고비용, 환경오염, 

환경분쟁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동물사체를 재활용이 

불가능한 오염물로만 취급되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동물사체의 친환경적 

처리와 더불어 동물사체 처리부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의 

처리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동물사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가능하고 

처리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가수분해방식의 동물사체 액상화 처리기술을 

개발하였고, 고정식, 이동식 및 대형화 장비를 구축하여 상업화가 가능하게 

하였다.

Development of friendly animal corpse handling device

친환경적 동물 사체처리 장치 개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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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알칼리(KOH), 가온·가압의 가수분해방식 동물사체 액상화 처리

●  pH 12∼14, 90∼150℃, 1∼5atm 조건의 동물사체 액상화 처리기술 개발

 -  아미노산 등으로 분해되는 가수분해 방식을 채택하여 모든 병원체의 완전 멸균처리와 

2시간내 액상형태로 분해되며, 강알칼리 부산물은 CO2 주입으로 중화 처리되고, 

액상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원료화 및 하수처리 등 후처리작업을 개선하였다.

●  농장, 실험실, 지자체 동물처리시설내 자체처리가 가능한 고정식 장비와 살처분가축 등 

발생지 이동 후 활용이 가능한 이동식의 대용량 장비, 사업체·지자체 등 대형 공동처리 

시설내 구축가능한 장비로 다양화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강석진, 041-580-3409, hijin@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동물사체 처리의 새로운 친환경적 자원순환형 처리기술 적용

환경오염물질 배출 없는 친환경적 동물사체 처리기술의 적용으로 대기·지하수오염, 

질병오염원 배출 등 기존방법의 문제점이 개선되며, 동물사체의 액상화로 

처리부산물의 재활용 및 후처리 작업의 최소화와 악취·오염원 미발생, 기계내 

안전처리 및 자동화로 동물사체 처리작업의 환경이 개선됩니다. 또한 동물사체처리의 

국민적 친환경적 처리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단위 표준장비로 적용 가능함.

고정식(500kg/회) 
소용량 처리용

고정식(1톤/회) 
중용량 처리용

이동식(5톤/회) 
대용량 처리시

공장화 
대형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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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면서 우리나라 축산농가 상황에 적합한 

사육시설, 사육환경, 사육밀도 및 가축의 건강관리와 같은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11)산란계, (`12)돼지, (`13)육계, (`14)한·육우 및 젖소, (`15)오리농가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며, 2015년 한·육우 및 젖소 농가의 동물복지 인증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농가의 이해를 높이고 동물복지 인증에 필요한 사양관리 및 

사육시설과 같은 정보를 인증기준에 맞추어 알기 쉬운 동영상을 제작하였음

Development of certification standards for animal welfare and 
educational video

동물복지 인증기준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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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축산농가 환경에 적합한 동물복지 인증기준 및 교육동영상 개발

●  동물복지에 적합한 오리 사육밀도 및 사육시설 기준을 제시

    -  오리들이 물을 마시고 노는 공간에 대한 기준과 암흑환경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오리의 

생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한 밤중에도 일정수준의 빛을 제공하도록 하였음

●  대가축 동물복지 교육 동영상은 한우·육우와 젖소가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고통과 스트레스 없이 사육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음

    -  실제 현장 모습을 통해 사육시설과 사육환경, 설비관리, 급이와 급수, 건강관리, 송아지 

관리, 착유시설(젖소) 등 인증기준을 크게 7개 항목으로 나눠 소개하여 농가의 이해를 도움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이준엽, 우샘이, 063-238-7408, andrewlee@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우리나라 동물복지 농가 확대를 위한 정책자료 및 농가교육 자료 

●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제도 시행으로 오리농가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진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육우 및 젖소농가의 경우 교육동영상을 활용함으로써 인증 

농가수의 확대뿐만 아니라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사육방식 및 시설도입으로 국내외 

경쟁력 확보 예상

젖소 동물복지 행복축사 동영상한우 동물복지 행복축사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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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장 동물성 부산물 분해산물 처리              대조구 (무처리)

부화장에서 발생하는 동물성 부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농가의 부담이 증가되고, 

부화장 동물성 부산물의 처리과정에서 악취 및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 부산물 분해 우수 미생물 발굴 및 활용 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아 부산물 

분해 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현장 적용 연구, 동물성 부산물의 재활용 시스템 및 

정화기능의 미생물제 개발을 하여 농가에 활용하고자 한다.

The study of resource recovery from hatchery animal waste  
using microorganisms

미생물을 이용한 부화장 부산물 활용22 



Part Ⅳ 친환경 기술개발 및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155

연구성과의 핵심은?  

부화장 동물성 부산물을 미생물로 분해하여 아미노 액비를 제조하는 기술

단백질 분해 기능의 미생물인 고초균(Bacillus sp.)을 3종 분리 하여, 해조류 추출물(탄소원 

대체)과 부화장 부산물인 달걀(질소원 대체)을 미생물이 먹이로 이용할 수 있는 영양원으로 

사용, 미생물을 대량으로 자라게 하여 달걀의 주성분인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비료로 사용가능한 기술을 개발, 특허 출원 하였다.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유재홍, 063-238-3069, yj7915@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부화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농가활용자원으로 

부화장에 배출되는 동물성 부산물을 유용미생물로 분해하여 부산물의 재활용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절감 할 수 있으며, 부화장 부산물의 

자원화를 통한 저비용 식물영양제로 농가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토마토 유묘 생장 효과 수박 유묘 생장 효과 고추 생장 효과

용어설명
부화장 동물성 부산물 : 부화장에서 배출되는 무정란

단백질 분해 미생물 : 단백질 성분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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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에 대한 담배가루이의 저항성 발달을 막고 화학약제의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충을 유인하여 방제하는 트랩식물의 이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설토마토에 발생하는 담배가루이 성충을 

유인할 수 있는 트랩식물을 선발하고 트랩식물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약제를 

선발하여 화학약제의 방제효율을 높이며 또한, 천적과 동시 사용했을 때 천적의 

방제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Technical development of application of trap plant and natural 
enemy to control sweet patato whitefly in tomato greenhouse

시설토마토 담배가루이 방제를 위한  

트랩식물과 천적 활용기술 개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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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랩식물 선발

가지는 약 50cm 이상으로 육묘하고 토마토 시설내 정식과 동시에 토마토 초장과 같거나 높게 

하우스 측면과 입구쪽에 설치하되 발생 전이나 소발생의 경우 20m 간격, 중발생 및 다발생의 

경우 10m 간격으로 설치한다. 디노테퓨란 입상수용제는 2,000배로 희석하여 가지에 7일 

간격으로 관주처리 한다. 가지의 담배가루이 유인효과는 82.3%로, 가지와 농약 동시활용시 처리 

6주 후 토마토 잎에서 담배가루이 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반면, 천적(지중해이리응애)과 

동시에 활용시 8주 후부터 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본 기술의 투입을 통하여 담배가루이의 

발생속도를 충분히 지연시켜 화학약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담당자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 최용석, 041-635-6115, yschoi92@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담배가루이 방제를 위한 노동력과 방제비용이 절약됩니다.

담배가루이의 밀도증가 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화학약제 사용량을 13.3배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제 노동력을 1/6로 줄일 수 있어 농약사용에 대한 불안감해소가 

가능하다.

담배가루이 행동반응 현장평가트랩식물 가지의 효과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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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열 분포 지도와 활용 모델 개발로 산업폐열의 농업적 활용 확대

김치의 고춧가루가 비만 예방 유산균의 양 결정

GMO 안전성 평가를 위한 상업화 작물성분 DB 구축

소리로 수확후 토마토 익는 시기 늦춘다

차세대유전체분석을 통한 신종 바이러스 진단법 개발

곤충 이용 심리치유 효과의 의학적 구명

왕지네로부터 아토피 치유 후보 물질 개발

기능성과 색감을 향상시킨 오디/뽕잎 꿀가루 개발

농산식품자원 유래 플라보노이드 Data Base

냉동 마늘·대파의 동결 및 저장 이용기술

막걸리용 토착 발효종균 발굴 및 실용화기술 개발

사과 유전자원 동결보존을 통한 장기보존 실용화

새싹보리 이용 新 건강식품 소재개발 및 산업화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연속 전처리 시스템 개발

인삼의 전립선 비대 개선 효과

인삼과 우슬 골다공증 개선 효과

감귤 바이오겔의 산업 소재화

도시 환경개선을 위한 컨테이너정원 개발

텃밭정원과 STEAM을 활용한 중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사람유전자가 심장에서만 발현되는 돼지 개발

세계최초 개 복제란 이식단계까지 체외배양 성공

실크 피브로인 출력용 3D 프린터 제조 조건 탐색

옥신 생합성 단백질 (유카) 조절을 통한 가뭄저항성 맞춤형 작물 개발

US11/hDAF 함유 형질전환돼지의 생산

엔도스타틴 생산용 형질전환 젖소 생산을 위한 Knock-in 수정란생산 및 이식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Part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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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폐열은 발전소의 온배수열, 쓰레기소각장의 소각열 

그리고 일반 제조업체의 폐열이 있다. 이중 발전소 온배수열의 활용사업은 현 정부의 

24개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되는 ‘에너지 신산업’의 8대 과제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양은 한해 무려 564억 톤에 이르며, 이것을 

열에너지로 사용하면 매년 4,300만 톤의 석유를 대체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에너지는 전체의 1%도 채 쓰이지 못 하고 바다로 배출되고 있다(2014).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와 같은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농업에 활용하여 시설원예 

난방비를 절감하고 더 나아가 산업폐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폐열 분포 지도’를 

작성하고, ‘산업폐열의 농업적 활용 모델’을 개발하였다. 산업폐열 분포 지도에는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일반 산업체 등 총 66개소의 산업폐열 발생업체가 표시되어 

있으며, 산업폐열 활용모델은 산업폐열의 종류와 활용 분야를 조합한 6종류이다.

Agricultural spread of industrial waste heat application by waste 
heat distribution map and usage model)

산업폐열 분포 지도와 활용 모델 개발로  

산업폐열의 농업적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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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관련공무원에게 산업폐열 활용의 길을 일러주는 분포지도와 활용모델

2015년 초에 발전소 온배수를 포함한 해수가 수열에너지 부분으로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었으며,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산업폐열을 농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폐열 

재이용 시설 지원 사업’펼치고 있다.

산업폐열 분포지도에는 산업폐열 발생업체의 위치정보와 함께 월별 또는 연간 폐열 발생량, 

거리별 인근 농지 면적, 작물 정보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폐열 활용모델은 사용자가 

산업폐열의 종류와 활용 분야를 선택한 후 온도 등 필요한 값을 입력하면 난방 가능한 온실 

면적과 최대난방부하, 히트펌프 및 축열조 용량, 열교환기 길이 등의 산업폐열의 종류에 따른 

핵심구성 요소들의 기초 설계 자료를 자동으로 산출한다.

산업폐열 분포지도와 산업폐열 활용모델은 열에너지 및 시스템 설계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어, 

농업인, 관련 공무원에게 산업폐열 활용에 대한 기초 설계 자료 제공함으로써 보다 쉽게 폐열 

재이용 시설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에너지환경공학과 강연구, 063-238-4079, ykk0977@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무한 잠재력의 소유자! 산업폐열 분포 지도와 활용 모델

‘산업폐열의 분포지도’와 ‘산업폐열의 농업적 활용 모델’은 그 자체로 당장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잠재력은 매우 크다.

일례로 제주 서귀포시 소재 1.5ha의 망고재배 온실에서는 발전소 온배수열을 

활용하여 기존 유류 난방기 대비 89%, 약 3억 7천만원 정도의 난방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온배수의 농업적 활용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전남 보성군 

소재 1.2ha의 친환경 토마토 재배 온실에서도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폐열로 온실을 

난방함으로써 연간 1억 5천만 원의 난방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이외 소각장 폐열을 

농업에 활용하는 곳은 전남 강진, 충북 음성, 경남 거제 등이 있다.

산업폐열분포지도 농업적활용모델 계통도 및 기초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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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미시적 생태계에서 특정 현상을 야기하는 미생물 종(species)이 

무슨 종인가에 대한 규명과 다양한 환경 조건하에서 생태적 밀도 변화를 종 

수준에서 정량 분석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최근 유전체 해독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된 유전체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 분석용 유전자 탐색 발굴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전통식품인 김치의 발효과정에 관여하는 유산균 중 

풍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항비만 효과에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유산균인 

바이셀라 코리엔시스에 대한 정량적 분석법을 개발하여 김치의 고춧가루가 

비만 억제인 유산균인 바이셀라 코리엔시스의 밀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냄으로써 김치의 우수성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

The influence of red pepper powder on the density of Weissella 
koreensis during kimchi fermentation

김치의 고춧가루가 비만 예방  

유산균의 양 결정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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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및 관련 유산균의 산업적 가치 확대

김치의 고춧가루가 비만 예방 유산균의 양 결정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구명하므로써 

고춧가루의 캡사이신만이 비만을 억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를 통해 증가된 특정 유산균 

(바이셀라 코리엔시스)도 비만억제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냄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체과 박동석, 063-238-4572, dspark@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다양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생산을 통한 건강 식품산업 활성화

지금까지 학계와 산업체에서 인용 및 사용해 오던 유산균 정량 분석 관련 탐침자의 

한계점을 유전체 빅 데이터와 생명정보 분석 기술 개발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다양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개발 촉진

용어설명
유전체 : 생명체 유전 정보 물질인 DNA 집합체

빅 데이터 :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써 생성 주기가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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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의 안전성 평가 중 성분비교 평가는 유전자변형에 의한 비의도적 영향 

여부를 과학적 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기존 상업화 작물 성분의 

자연변이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에, 국내 상업화 작물의 영양성분을 

지역, 연도, 품종별로 구분하여 국제적 공인 방법에 따라 분석하고, 그 결과를 

DB화하여 GMO 성분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Database of nutrient metabolites in commercial plants for  
GMO sefety assessment

03 GMO 안전성 평가를 위한  

상업화 작물성분 DB 구축

「http://kabic.naas.go.kr/l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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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업화 작물성분의 자연변이 정보 제공을 위한 안전성 평가 필수 정보 DB화

GMO의 비의도적 영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성분비교 평가는 상업화 작물성분의 문헌범위 

또는 허용범위 등의 자연변이 정보와 함께 평가된다. “작물성분 DB”는 작물, 조직, 

가공형태, 재배년도, 재배지역, 품종에 따라 분석된 데이터로 구축되었으며, 성분항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권고하고 있는 LMO의 안전성 평가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성분’과 그 외 작물 별로 중요한 ‘대사성분 (metabolic components)’들로 구축되었다.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안전성과 이시명, 063-238-4708, tataby@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MO 비의도적 영향여부의 과학적이고 타당한 평가 수행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작물성분 DB는 GM 작물과 기존 작물 간에 확인된 차이의 독성학적 영양학적 

관련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국내 작물을 대상으로 분석된 양적 및 질적 데이터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OECD 문서에 제시된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상업화 

작물의 자연변이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GM 작물의 합리적 평가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용어설명
GMO :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OECD :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외부 검색 화면 ▶내부 검색 및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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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후 농산물의 저장유통과정에서 부패방지와 신선도 및 안전성유지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로, 농산물의 선도연장을 

위한 기술개발은 수확후 농산물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정 

단일음파를 수확후 토마토과실에 처리한 결과, 호흡량과 에틸렌 발생량 감소, 

착색지연, 경도(단단함 정도) 감소율이 낮아진 결과를 확인하였다. 원인구명을 

위하여 과일의 숙성을 촉진시키는 에틸렌 생합성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모든 기간에 걸쳐 발현양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음파처리로 토마토 내 에틸렌 생합성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이 

감소함에 따라 익는 정도가 지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ound waves delay tomato fruit ripening

소리로 수확후 토마토 익는 시기 늦춘다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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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처리를 통한 수확후 토마토 저장유통기간 연장 및 기작구명

음파를 이용하여 수확후 토마토의 숙기지연 기술개발을 위해, 다양한 단일음파를 녹색과 

토마토 과실에 처리하여 숙성이 지연되는 단일음파(1kHz)를 선발하였다. 1kHz의 

단일음파를 처리한 토마토 과실에서 무처리에 비해 약 30∼40%(3∼4일 연장)의 숙성지연을 

확인하였고, 그 원인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구명 하여 음파처리기술을 완성하였다. 개발한 

기술은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관련 논문은 국제 저명 학술지인 ‘Postharvest Biology and 

Technology’에 게재돼 학문적으로 인정받았다.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 정미정, 063-238-4617, center1097@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수확후 농산물 숙기지연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

농산물의 경우, 산지에서 국내외 소비지로 운송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저장·유통중 

선도유지가 농산물의 품질과 가격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음파처리기술로 

수확후 농산물의 관리미흡으로 인한 폐기 농산물의 양을 줄일 수 있으며, 숙기지연에 

따른 장기간 선도유지 및 홍수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농산물의 가격하락 방지 등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수확후 토마토 선도연장으로 농가현장 애로 해결 음파처리기술 
대중매체 홍보

기업체 관계자와 
산업화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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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Development of a novel virus identification system using  
high-throughput RNA sequencing

차세대유전체분석을 통한  

신종 바이러스 진단법 개발

식물바이러스병은 작물의 생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질병으로 국내에는 이미 

약 200여종의 바이러스병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 

등 새로운 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과 이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바이러스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진단을 바탕으로 확산방지 및 적절한 관리조치가 절대적이다. 현재 작물별 

감염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다양한 진단법이 개발되어있으나, 변종 및 

신종 바이러스 발생 시 기존의 기술로는 진단이 어렵다. 이에 최신 기술인 

차세대유전체분석기법을 접목한 신종 바이러스 진단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신종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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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유전체분석기법을 접목한 바이러스 진단기술 개발 및 실용화

차세대유전체분석기법을 활용한 바이러스 진단기술은 감염된 식물체에서 추출한 전체 

전사체(transcriptome)의 메타게놈분석을 통해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기술로 알려진 모든 

바이러스는 물론 미보고된 신종의 바이러스까지 진단이 가능하다. 2014년부터 본 진단기술을 

활용하여 5종의 신종 바이러스를 비롯해, 기주가 확인되지 않은 4종의 바이러스병을 

진단하여 적절한 관리 대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연도
신종 바이러스 진단 기주 미보고 바이러스 진단

기주 바이러스 기주 바이러스

2014년
익모초 Motherwort yellow mottle virus 멜론 Cucurbit aphid-borne yellows virus 

야콘 Yacon necrotic mottle virus 꾸지뽕 Bean common mosaic virus 

2015년

초롱꽃 Bellflower vein chlorosis virus 구절초 Carnation Italian ringspot virus 

초롱꽃 Bellflower macluravirus
익모초 Tomato spotted wilt virus마 Chinese yam begomovirus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서장균(063-238-3302), jakyseo@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미지의 신종 바이러스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유전자진단(PCR), 항원항체진단(ELISA) 및 유전자칩(LSON)진단의 경우 

알려진 바이러스를 진단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나, 미보고된 신종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번에 개발된 차세대유전체분석을 접목한 바이러스 

진단기술은 기존의 진단법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활용함으로써 미보고된 신종 

바이러스를 포함한 바이러스병의 보다 정확한 진단에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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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 이용 심리치유 효과의 의학적 구명

고려시대에도 궁에서 사는 궁녀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귀뚜라미를 길렀고, 

이것이 일반 대중에게도 유행처럼 퍼져 나갔다는 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도 

귀뚜라미는 시어(時語)와 노래가사로 자주 등장하였던 생활 속에 친숙한 

곤충이다.  

이처럼 귀뚜라미가 우리들에게 정서적 안정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해 

왔으나, 이번처럼 학술적으로 입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Effect of Pet Insects on the Psychological Health

곤충 이용 심리치유 효과의  

의학적 구명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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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왕귀뚜라미를 기를수 있게 자료를 제공합니다.

 

위의 매뉴얼은 각 과정을 단계별로 사진을 넣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제작 

하여 물주기, 다양한 먹이주기, 알자리 놓아 주기 등 9단계로 나눠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귀뚜라미 돌보기가 가능하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왕귀뚜라미 돌보기가 노인의 정신적 안정에 도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2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왕귀뚜라미를 2개월간 돌보게 하고, 

다른 그룹은 체험하지 않게 한 다음 다양한 정신심리 검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체험군은 

비체험군에 비해 우울증 지수가 3.9에서 3.1로 크게 감소한 반면, 인지기능 지수는 26.7점에서 

28.1점으로 증가했으며, 정신적 삶의 질(건강관련) 지수 또한 73.4점에서 78.3점으로 상승했다. 

2차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으로 실험 전과 후, 대상자들의 인지기능 변화를 추적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체험군은 비체험군에 비하여 집중에 관여하는 뇌 부분에서 활성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영상촬영 중에 수행되는 임무의 정확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김성현, 063-238-2936, ichibbang@korea.kr

왕귀뚜라미 돌보기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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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균에 대한 항균 활성

<아토피 치료 후보물질 개발>

생리활성 예측 프로그램왕지네

왕지네는 예로부터 한방에서 중풍, 관절염 등 민간 약제로 이용되어 왔으며, 

현재도 한약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왕지네를 가지고 차세대 

유전체 해독기술을 이용해서 아토피 치유에 효능이 좋은 새로운 항생물질 

개발하였다. 이 물질은 곤충들이 세균에 대항하기 위해 분비하는 항생물질인 

항균 펩타이드로서 총 14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물질이다. 이 물질을 

이용하여 아토피 치유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동물모델 및 세포를 이용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홍반, 가려움, 부종, 짓무름 등)들을 종합한 

관능평가에서 이 물질을 투여한 생쥐가 투여하지 않은 생쥐보다 피부염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기존 치료제를 투여한 생쥐보다도 약 15~42% 정도 더 

강력한 감소 효능을 보였다.

Anti-atopic dermatitis effect of Scolopendra subspinipes

왕지네로부터 아토피 치유 후보 물질 개발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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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아토피 증상 완화용 후보 물질 개발 

아토피성 피부염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질환으로 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 중 

3~5%가 이 질환에 걸려 있다. 

현재까지 아토피 피부염에는 면역요법과 약물요법의 치료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 원인을 아직 

확실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증상(홍반, 가려움, 부종, 짓무름 등)들을 종합하여 관찰한 

관능평가 결과, 이 물질을 투여한 쥐가 투여하지 않은 생쥐보다 피부염 점수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음을 확인 하였고, 이 물질을 투여한 생쥐는 기존 증상완화제를 투여한 생쥐와 

비교하여 저농도는 약 15%, 고농도는 약 42% 정도 더 강력한 감소 효능을 보였다.

독성시험,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인체에서 효능이 입증된다면 현재 개발중이거나 시판 중인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보다 더 우수한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황재삼, 063-238-2974, hwangjs@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아토피 증상 완화용 기능성 화장품 및 연고제 개발 

현재까지 결과를 토대로 우선 의약품으로의 개발에 앞서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상 완화를 위한 화장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 기술이전 하여 시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 

전 세계 아토피성 피부염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39억 달러로, 연평균 3.8% 성장 시 

2022년에는 56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아토피 치유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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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뽕잎 추출물에 꿀을 첨가하여 분말 또는 과립 형태의 오디/뽕 꿀가루를 

제조하였다.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안토시아닌 색소 C3G, 루틴(rutin), 

가바(GABA), 디엔제이(1-DNJ),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 등 여러가지 기능성 

물질이 풍부한 오디와 뽕잎의 즙액 또는 추출물과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은 

풍부하나 지나치게 단맛이 강하고 끈적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한 꿀을 

혼합하여 기능성과 색감이 우수하며 휴대 및 실온 보관이 가능한 오디/뽕잎 

꿀가루를 제조함으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및 유통 편리성을 향상시켰다.

Mulberry honey powder and sorosis honey powder

기능성과 색감을 향상시킨  

오디 / 뽕잎 꿀가루 개발

뽕잎 꿀가루 오디 꿀가루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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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잠상산물 소비 촉진 및 농가 소득향상

기능성 및 색감을 살린 오디/뽕잎 꿀가루는 고체 상태로 실온에 두고 사용하기 

편하며, 설탕 대용제로 다양한 식품에 항시 이용할 수 있다. 잠상산물인 뽕잎/오디와 

양봉산물인 꿀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농산물의 소비 촉진은 물론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오디/뽕잎 꿀가루 개발로 양잠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수입 꿀가루 시장 대체 효과로 양봉농가의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오디/뽕잎 즙액 또는 추출액 + 꿀

↓

초저온 동결 -40℃이하, 48시간

↓

진공동결건조 -85℃, 35℃, 5mT, 48시간

↓

제형화 물, 알콜, 찹쌀가루, 전분 등 사용

↓

건조 음건 또는 건조기 (20~40℃)

연구성과의 핵심은?  

과립형 오디/뽕잎 꿀가루 제조방법 개발 

오디/뽕잎 즙액 또는 추출물을 꿀과 혼합하여 동결시킨 후 진공동결 건조기를 이용하여 완전 

건조하였으며, 분말 또는 과립 형태로 제형화 과정을 거친 후 실온보관이 가능하도록 2차 

건조하였다.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김현복, 063-238-2871, hyunbok@korea.kr

오디 꿀가루 - 분말 오디 꿀가루 - 과립2오디 꿀가루 - 과립1

<기능성과 색감을 향상시킨 오디/뽕잎 꿀가루 제조 방법>



2015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176

한별누에┃ 누에 유충무늬

Part Ⅴ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마주하는 농식품속에는 다양한 플라보노이드가 

존재한다. 플라보노이드는 대표적인 식품 속 항산화물질로 항비만, 혈관 질환 

개선, 갱년기 질환 개선 등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분이다. 하지만, 

국내 농산식품의 플라보노이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질병예방효과 구명이나 

국가보건정책 결정에 외국 자료들을 활용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총 200여점의 

국내 농식품자원으로부터 675종에 이르는 플라보노이드에 대한 종합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데이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The Flavonoid Data Base from Agro-foods

농산식품자원 유래 플라보노이드  

Data Bas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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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플라보노이드 : 식품의 기능성분 중에서 그 종류가 가장 많으며 녹차 카테킨, 콩에 함유된 이소프라본 등이 이에 속한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정책 기초 자료

우리 국민의 건강영양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식품속의 영양·기능성분의 함량 

정보가 필수적인 기초 자료이다. 또한 건강영양상태가 취약한 계층에게 적절한 식이 

처방을 위해서는 플라보노이드 고함유 식품, 특정 기능성분 함유식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본 플라보노이드 DB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에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우리 농산물의 건강기능성 우수성 홍보

외국산 농산물보다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은 우리 농산물을 발굴 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무청, 고춧잎, 냉이 등 토종 농산물 중에 

플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 되어있는 식품이 많이 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활용하여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입 개방화에 어려워진 농가 및 우리 

농산물을 유지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식품 기능성의 기초, 플라보노이드 DB

본 DB는 세계 최초로 플라보노이드 함량 정보를 직접 분석한 값으로만 구축하였으며, 함량 

정보 뿐만아니라 화합물명, 화학구조, 질량 및 UV 스펙트럼 패턴, 구조동정 정보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록하였다. 또한 국내 농산식품자원으로부터 플라보노이드 신규화합물 

196종을 확인하였고, 35종을 신규 명명하였다. 기능성식품 원료등록, 특정 성분 고함유 품종 

육종 등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별 화합물 정보를 포함 하였다.

특히 우리 국민의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플라보노이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동안 외국자료로 

대체가 불가능 했던 우리 농산물의 플라보노이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국내 농산물의 

우수성 구명 및 한국형 식생활/식단의 건강기능성 구명 연구 등에도 직접 활용될 수 있다.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식품과 김정봉, 063-238-3701, jungbkim@korea.kr

플라보노이드 유형별 함량 변화플라보노이드 고함량 농산물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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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신 채소인 마늘·대파는 가격폭락 현상이 매년마다 반복돼 수급 안정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산물의 연중 공급 및 가공 유통을 위해서는 냉장 

또는 냉동이 수반되며, 조리나 가공을 위해서는 해동과정이 요구됨으로써 

냉·해동특성 구명이 필요하다. 또한 냉동 농산물을 가정에서 해동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및 정보가 부족하고, 냉동 농산물의 장기저장 기간 중 

품질변화 최소화를 위한 저장조건 및 포장재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마늘·대파의 장기저장시 품질 변화를 최소화하는 적정 냉·해동 조건 설정, 

포장재 개발을 하였다.

냉동 마늘·대파의 편의제품

Technology for freezing, storage and utilization of  
garlic and welsh onion as frozen food materials

냉동 마늘·대파의 동결 및 저장 이용기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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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마늘·대파의 냉해동 조건 제시, 포장재 개발 및 냉동 제품화

마늘·대파의 품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 냉·해동 조건은 –40℃침지식 냉동과 실온 

해동 시에 품질특성 변화가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가공 및 냉동 저장 유통 중 갈변 등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균성과 방담성의 기능성이 있는 생고분자(한천, 알긴산, 

콜라겐)을 이용한 기능성 복합필름을 개발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편리성과 간편성을 제공할 

수 있는 마늘·대파의 냉동제품을 상품화하였다.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가공이용과 한귀정, 063-238-3564, hgjaz@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마늘·대파의 장기저장, 수급조절에 기여

냉·해동의 적정 조건을 냉동제품 생산에 적용함으로써 장기 저장기간에도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고, 홍수 출하시 냉동처리하여 가격 및 수급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처리된 냉동 마늘, 대파는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냉동 저장 중 편마늘의 
알리신 함량

냉동 다진마늘 편의제품 기능성 복합필름의 항균 효과 및 대량생산 필름

저장 중 마늘의 알라신 및 피루브산함량 냉해동 조건에 따른 대파의 피루브산 함량

Freezing 
conditions

Thawing 
conditions 

Pyruvic acid
(μmole/dry.g)

-20℃

냉장(4℃) 11.04±0.89d

수침(15℃) 13.13±0.42bc

실온(20℃) 11.38±0.82cd

-40℃

냉장(4℃) 13.89±0.59b

수침(15℃) 10.09±1.39d

실온(20℃) 11.35±0.74cd

-40℃ 
(침지식)

냉장(4℃) 14.82±2.04b

수침(15℃) 14.21±0.80b

실온(20℃) 17.21±1.22a

1)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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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종균업체의 영세성으로 막걸리용 종균 개발과 품질관리가 미흡하여 대부분의 

국내 발효식품에 사용하는 종균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막걸리 제조용 

곰팡이 종균은 일본산을, 알코올 발효에 관여하는 효모 종균은 제과·제빵에 사용하는 

빵효모를 사용하고 있다.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향후 한일 FTA 체결 등 

각국의 토착 종균 소유권에 관한 국제적 경쟁 가속화 및 로열티 지급문제가 파생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효종균제조기술 개발은 국가주도로 운영하여 산업체에 

기술을 보급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시판누룩 등의 발효식품에서 “막걸리제조에 적합한 

국산 발효종균인 곰팡이 및 효모를 발굴하여 고체종균제조기술을 개발하였고 현장에 

적용할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하였다. 발효종균의 국산화를 이루었고 더불어 발효자원 

주권 강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Screening of indigenous fermented starter for
Makgeolli and practical technology development

막걸리용 토착 발효종균 발굴 및  

실용화기술 개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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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수입종균 대체 막걸리용 국산 발효종균 발굴 및 산업화 시스템 구축

막걸리용으로 개발한 곰팡이 종균은 독소(아플라톡신) 비생성 균주로써 안전성 확보와 산 

생성능과 당화력이 뛰어나며 장기 보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효모 종균은 

생육도와 알코올 생성능이 높고 풍부한 과일 향과 고알코올 내성균주로 종균제조의 안정성과 

위해 미생물 억제 등을 위한 발효장치의 국산화로 기업형 대량생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종균 수입국에서 수출 주도국 진입하여 생물자원의 주권 확립과 막걸리 산업에 활용 가치가 

높다.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식품과 여수환, 063-238-3610, yeobio@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막걸리용 발효종균 기술이전을 통한 현장 실용화 촉진

이번에 개발한 막걸리용 토착 발효종균 특허출원과 더불어 막걸리 생산업체의 

현장적용 및 보급을 거쳐 실용화를 촉진하였다. 국내 최대 종균 생산업체인 C발효와 

강원도 및 충남 소재 막걸리 생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고품질의 프리미엄급 

막걸리가 곧 출시될 예정이다. 

●  발효종균의 경제적 파급효과(’1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기술가치 119.2백만원, 생산유발효과 2,374백만원, 기술수명 9년

●  발효종균의 수입 절감을 위한 국산화 유도

  - 종균 로열티 지불 : (’12) 200억원 → (’14) 5,000(나고야의정서 체결)

종균 안전성 개발 종균 현장적용 대량생산 시스템 프리미엄 막걸리

용어설명
종균 : 발효식품에 사용되는 각종 미생물 씨앗(곰팡이, 효모, 세균 등)

독소 : 생물에서 생기는 강한 독성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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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와 같은 영양체 유전자원은 종자로 번식하지 않고 가지, 싹 등 식물체 

일부로 번식하는 유전자원으로 노지 보존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병해충 등에 쉽게 노출돼 장기보존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발된 기술은 1월 초·중순에 채집한 사과 휴면아를 영하 5℃에서 수분함량 

35%까지 건조시킨 후 밀봉하여 다시 영하 35℃까지 서서히 냉동시켜 24시간 

보관한 뒤 영하 196℃의 액체질소로 급속 냉동시키는 보존하는 방법으로 

반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한 기술로 이러한 기술은 국내 최초 시도이며 미국 

농업청에서 사과유전자원에 적용시켜 실용화한 기술을 변형하여 우리 사과 

품종에 적응시킨 매우 획기적인 장기보존 방법이다.

Utilization of long-term conservation by cryopreservation
of apple germplasm

사과 유전자원 동결보존을 통한  

장기보존 실용화12 



Part 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183

용어설명
초저온동결보존 : 생물의 세포나 조직을 –135℃나 –196℃의 저온에서 동결하여 보존하다가 필요시 해동하여 

재생시키는 기술

이렇게 활용됩니다

막대한 유전자원 보존비용 절감

사과 유전자원을 포장에서 보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자원당 86,200원으로 

초저온동결보존시에는 1,200원이 소요되어 사과유전자원 천점 당 연간 85백만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유전자원의 소실방지 및 집약관리 가능

넓은 포장 대신 몇 대의 액체질소 저장탱크만 있으면 유전자원을 보존할 수 있고 홍수, 

가뭄 등 천재지변이나 돌발 병해충 발생에 의한 유전자원의 소실 방지 및 집약관리가 

가능하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사과유전자원 동결보존 기술 개발

사과 유전자원의 동결보존하기 위한 시료는 1월 상·중순에 채집한 휴면아가 동결보존하기에 

가장 적합하였고 동결보존하기 위한 전 처리는 휴면아를 영하 5℃에서 수분함량 35%까지 

건조시킨 후 밀봉하여 다시 영하 35℃까지 서서히 냉동시켜 24시간 보관한 뒤 영하 196℃의 

액체질소로 급속 냉동시키는 보존법을 개발하였다.

해동기술 개발

보존된 사과 휴면아는 필요 시 저장탱크에서 꺼내어 4℃에서 해동한 후 14일 간 재수화시킨 

후 삽목이나 접목 등의 방법으로 재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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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질소(-196℃)에 보존 전 처리 초저온보존 중인 사과 유전자원의 
관리정보 DB화

사과유전자원 초저온동결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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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농업은 수매 중단, 소비량 감소로 소비를 확대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공· 

이용기술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기능성, 안정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트렌드의 확산으로 

국내 기능성 식품시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새싹보리는 숙취해소 및 알콜성 

지방간에 도움이 되는 효능이 있어,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성 

기능식품소재 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새싹보리 연구를 통해 핵심 유효성분 및 작용기작을 구명하여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를 완료 하였으며 농식품 가공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성과의 조기 실용화를 꾀하였다. 또한 농가와 기업의 새싹보리용 

보리 종자 원료곡의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는 소득을 올리고 기업체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받을수 있는 ‘농가-기업-전문가 상생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of Health Food Material 
using barley seedlings

새싹보리 이용 新 건강식품  

소재개발 및 산업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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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가능한 ‘농식품 소재로 이용’

새싹보리는 음료, 차(茶), 분말, 환, 식품첨가물 등의 일반식품으로 그 활용도가 다양화 

되고 있으며 추출물은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 결과 새싹보리를 이용한 가공 제품화 및 실용화를 통한 보리산업 활성화를 

통해 보리생산 농가의 소득창출에 기여 할수 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새싹보리의 농업적 특성 및 건강 기능성 유효성분 구명(논문게재, 특허 출원/등록)

새싹보리용 전용품종으로 발아율, 잎의 수율, 환경적응성 및 기능성물질 함량이 가장 우수한 

‘큰알보리 1호’ 품종을 선정하였고 파종 후 약 7-10일, 18-20℃의 최적 재배법을 선정하였다. 

또한 숙취해소 및 알콜성 지방간을 경감시켜 간 기능 개선에 효능이 있는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등 기능성물질이 다량 함유하고 있음을 구명하였다. 

산업재산권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화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기술이전)

새싹보리 연구를 통해 총 8건의 특허를 국내외 출원·등록을 완료하고 농식품 관련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다양한 가공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새싹보리 녹즙, 분말, 환 등으로 

꾸준한 사업화가 진행중이며 모든 원료는 100% 국내 보리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이루어져 기존의 보리종자 판매 소득대비 약 22%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 서우덕, 063-238-5333, swd2002@korea.kr

새싹보리의 경제적 효과 및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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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2030년까지 37%로 

설정하고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바이오에너지의 주요 원료인 바이오매스는 셀룰로오스 등 

섬유소와 리그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수분해 등의 열화학적 전환공정을 통해 셀룰로오스 같은 필요한 성분을 

추출해야 한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싱글스크루형 연속 전처리 시스템”으로 

거대억새 등 섬유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발효 가능한 당을 연속적으로 대량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의 회분식 반응기를 이용할 

때보다 당 전환률을 10%(80%→90%) 높이고, 효소 투입량을 1/3(20%→7%)로 

줄일 수 있어 향후 바이오에탄올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Development of continuos pretreatment system for  
bioethanol production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연속 전처리 시스템 개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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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싱글스크루를 이용한 연속식 전처리 기술 개발

섬유질계 바이오매스는 고온고압 상태에서 가수분해시켜야 탄수화물을 추출할 수 있다. 

전통적인 회분식반응기(1회씩 처리하는 반응기)는 실험용으로는 우수하지만 효율이 낮아 

산업화를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연속식 처리공정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으로 연속처리 가능한 스크루형 반응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고온 고압상태를 

유지하면서 반응시킬 수 있는 반응장치이다.

억새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발효 가능한 당 생산 기술 개발

바이오매스로부터 셀룰로오스 등 탄수화물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압력 

및 가수분해 조건을 유지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0.2%의 가성소다 알칼리수를 용매로 

사용하고 140℃에서 5~10분 동안 가수분해 반응시켜 리그닌은 용해시키고 탄수화물은 

고형물상태로 90%이상 연속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다.

┃담당자 :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차영록, 061-450-0131, biocha@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발효용 당으로 사용

바이오에탄올은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서 세계 생산량은 2014년 기준 

1,056억 리터이며, 2020년까지 1,550억 리터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휘발유에 

에탄올 3%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E3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3억4천만리터의 바이오에탄올 생산이 필요한데, 원료공급 및 에탄올 발효에 필요한 

발효당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 기술은 향후 국가에너지 정책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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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대증은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중요한 의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성인남성의 나이에 따라 비례적으로 발생한다. 인삼으로부터 스테로이드계 

대체 식·의약품을 발굴하고 유효성을 평가하여, 전립선비대를 위한 

식의약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인삼의 전립선의 무게를 대조군에 비해87% 

감소시키고 전립선의 선조직의 형태 및 기능보호작용과 결합조직의 증식억제 

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립선 비대는 배뇨시 방광의 수축압력과 

수축시간을 의미 있게 증가시켰고 정상적인 배뇨의 수행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성대조군 투여군과 인삼 투여군에서는 전립선 비대 유발로 

증가된 방광수축압력과 수축시간을 의미 있게 감소시켜서 정상군과 유사한 

형태의 배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Inhibitory effect of Panax ginseng on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인삼의 전립선 비대 개선 효과15 



Part 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189

연구성과의 핵심은?  

인삼의 전립선 비대 개선으로 수입대체효과 

600억원대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는 교감신경의 아드레날린 

분비를 막아 배뇨가 원활해지도록 유도하며 총 1299억원으로 전년(1216억원) 대비 6.8% 

성장한 ‘알파 차단제’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줄이는 ‘5-α환원효소 억제제’가 대표된다. 인삼은 

대표적인 두가지 효과를 다 갖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식 재료로 유일한 수입품인 쏘팔메토가 

효과없음이 의학적으로 밝혀짐으로 인삼이 그 자리를 대체 할 수 있어 국내 수입규모 

200억원대를 대체 할 수 있다.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이용팀 김영옥 043-871-5585, kyo9128@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인삼의 전립선건강 기능성 효과와 소비의 증가

인삼의 기능성의 다각화와 시장의 다변화을 확대하여 고려인삼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전립선건강개선 신제품을 개발 할 수 있다. 특히 사포닌 

함량을 표준화한  제품을 만들어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등 

함량조절 목표성분이 천연유래 의약품에 동일하게 함유하는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전세계적인 상품화를 도모 할 수 있다.

인삼의 요도압과 혈압개선효과 림. A.정상전립선세포 B.전립선비대세포C.인삼투여군

용어설명
전립선 비대 : 배뇨시 방광의 수축압력과 시간이 증가한다. 

쏘팔메토 : 식약처의 허가 효능“전립선 비대증을 치료가 아니고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으로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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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뼈는 파골세포에 의한 골 흡수와 그에 따른 조골세포에 의한 새로운 

골기질 형성, 그 이후의 무기질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활발한 대사 기관으로, 평균적인 뼈의 대사과정은 3~4개월의 주기를 가진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뼈의 형성보다는 흡수가 늘면서 해마다 0.4~2%의 골밀도가 

줄어들게 된다. 인삼과 우슬 혼합물 50㎍/㎖ 농도에서 파골세포가  대조군에 

비해 45.6%로 현저하게 감소한다. 또한 조골세포 분화 활성 촉진도 발생하였다. 

복합물에 의해 골흡수 관련 유전자 발현감소가 생성되었다. 트랩과 칼시토닌 

수용체 유전자 발현 억제에 의한 성숙 파골세포 감소도가 있어 세포에서 

골다공증에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Improvement effectiveness of osteoporosis by  
Panax ginseng and  

‘인삼ʼ과 ‘우슬  ̓골다공증 개선 효과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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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인삼과 우슬의 골다공증 개선제로 상용

세계의 골다공증 시장은 2019년까지 4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되고 세계의 골다공증 환자는 

중국과 인도에서 거의 80%를 차지한다.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 약 2,034억원(’14)은 

이며 우슬은 무릎의 운동성을 도와주며 인삼은 눈귀를 밝게 해주며 기운을 나게한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뼈흡수억제제 골다공증 치료제는 릴리사의 

뼈형성촉진제인 포르테오가 개발된 이후, 뼈흡수억제제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뼈형성촉진제 시장의 성장이 대두된다. 인삼과 우슬의 복합물은 이러한 뼈형성촉진제로서 

각광을 받을 것이다.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이용팀 김영옥 043-871-5585, kyo9128@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인삼ʼ과 ‘우슬ʼ은 뼈건강을 위한 기능성 식품으로 이용가능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포사막스의 단점인 낮은 생체 이용률과 위장관계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신개념 골다공증 치료제가 필요한데 뼈형성을 촉진하는 효능을 갖는 

치료제개발이 중요하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뼈흡수억제제 골다공증 치료제는 릴리사의 뼈형성촉진제인 포르테오가 개발된 이후, 

뼈흡수억제제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뼈형성촉진제 시장의 성장이 대두된다. 

인삼과 우슬의 복합물은 이러한 뼈형성촉진제로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용어설명
트랩 :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분화 연구

칼시토닌 : 혈액 속에서 칼슘의 양을 조절하는 호르몬

우슬과 인삼 혼합물의 조골세포 활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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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바이오겔은 상온에서 무살균, 무첨가, 정치배양으로 생산되는 천연 

소재로 세포독성이 없고, 수분함유량이 높아 향장, 의료 및 IT 분야 등에서 

활용가치가 높다. 이러한 바이오겔의 용도 다양화를 위해 유용성분을 함유하는 

바이오겔 개발을 위해 식물소재 60여종 이상을 탐색하여 미백소재 11종, 

항산화 활성 소재 18종을 선발하였고, 바이오겔과 융합하여 신생혈관 재생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 혈관내피세포의 증식을 20% 증가시키는  단백질 소재 

1종을 개발하였으며, 바이오겔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3종의 가공식품 

제형인 습식미분쇄, 건조분쇄형와 정육면체 제형을 개발하였다.  

 * (특허출원 2건)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감귤 추출물 및 꿩의비름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산화, 항염증 및 피부미백 조성물

Development of industrial materials by using citrus bio-gel

감귤 바이오겔의 산업 소재화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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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및 기능성 소재 개발 : 신생혈관 개선 단백질 소재 개발

감귤 바이오겔은 피부 밀착력이 우수하고 독성이 없어 외부와의 차단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의료용 및  향장용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바이오겔의 특성을 이용하여 의료용 

및 유용성분을 함유하는 바이오겔 생산을 위해 63종의 식물추출물을 확보하여 미백활성 

소재 11종, 항산화 활성 소재 18종을 선발하였다. 또한 바이오겔에 융합하여 의료용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혈관내피세포 20% 증식 효과를 보이는 신생혈관 촉진 단백질 소재를 개발하여 

이를 특허출원하였다. 

식품용 소재 개발 : 바이오겔 가공식품 제형 개발

바이오겔은 100% 순수한 셀루로오스로 이를 이용한 식품관련 제품을 개발하고자 다양한 

식품가공 관련 제형 3종을 개발하였다. 음료와 같은 액상용 가공제품에 적용이 가능한 

습식미분쇄 제형, 건조가공제품에 활용이 가능한 건식분쇄 제형, 초콜릿이나 젤리 등에 

적용이 가능한 정육면체 제형을 개발하였다.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김상숙, 064-730-4153, sskim0626@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감귤 바이오겔의 천연 소재화 기술 개발로 용도 다양화

감귤 바이오겔은 현재 향장용으로 제품화되어 (’14) 82백만원에서 (’15) 300백만원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후 신생혈관 촉진용 의료소재 및 천연물 원료를 혼합한 

식품첨가용 소재로 산업화 활용이 가능하다.

신생혈관 개선 단백질 소재 바이오겔의 가공식품 제형감귤추출물과 꿩의비름 추출물의 
항산화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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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미적 환경개선 및 생태계복원을 위한 정원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정원은 도시공간에 정원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구조이다. 따라서 

도시에 공간에 컨테이너 정원을 도입하기 위하여 공간별 적용 가능한 식물의 

선발과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하였다. 선발식물은 도시공간별로 수평공간용 

초본식물 10종, 목본식물 4종이 선발되었으며, 수직공간용 덩굴식물 5종, 

수변공간용 정원식물 25종이 선발되었다. 또한 컨테이너 정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평공간, 수직공간의 물관리 방법, 수변공간의 식물별 최적 여재층 

구성 등의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도심공간에서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우수저장 시스템과 정원용 종묘 생산을 위한 간격조절용 정원식물 생산 

트레이를 개발하였다.

Development of Container gardens for improvement of the  
urban environment

도시 환경개선을 위한 컨테이너정원 개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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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여재층 : 빗물정원에서 빗물이나 오염된 물에 혼합된 부유물질 및 오염물질을 걸러주며 식물의 뿌리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

연구성과의 핵심은?  

도시녹화용 컨테이너정원 식물선발

도시공간별 컨테이너 정원에 활용가능한 식물로 수평공간용 초본식물 10종, 목본식물 

서양측백, 남천 등 4종, 수직공간용 덩굴식물 능소화, 크레마티스 등 6종 수변공간용 흰사초, 

흑삼릉 등 25종을 선발하여 활용을 추천하였다. 이들 식물들은 다양한 도시공간의 특성에 

맞는 컨테이너정원의 조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컨테이너정원 유지관리기술 개발

도시공간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평공간용 컨테이너정원의 최저요구 토양수분은 

5%이상이 요구되었으며, 토양수분 5%를 기준으로 관수간격은 초본식물은 맥문동이 20일로 

가장길고 부처꽃은 8일로 가장 짧았다. 목본식물은 서양측백이 26일로 가장길고 피라칸다가 

11.6일로 짧았다. 수직공간용 초본식물에 대한 관수간격은 온도수준(20~35℃)에 따라 

별도의 관수주기를 설정하였다. 또한 수변공간용 컨테이너정원의 여재층별 식물의 증발산량 

구명하여 여재층에 따른 모래+자갈 혼합(1:1 v/v) 무늬사초, 붓꽃 등 8종, 모래+자갈 혼합(1:3 

v/v) 홍띠, 구절초 등 4종, 자갈층 범부채, 톱풀 등 5종으로 최적식물군을 구성하였다. 또한 

도심공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수저장 시스템(특허출원)과 정원식물 생산을 위한 간격조절용 

트레이(디자인출원)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컨테이너 정원 이용정보 제공

개발된 농촌진흥청 녹색 생활농업 실천 매뉴얼, 도시농업 및 정원과 도시녹화 

기술길잡이에 관련내용을 삽입할 예정이며, 정원관련 기술지도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원예 및 조경식물 생산 및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 

농가 소득향상 및 컨테이너 정원 활성화로 관련산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평공간의 토양수분별 
생육(상:남천,하:피라칸다)

여재층과 식물을 활용한 정수시스템수변공간의 토양 여재층별 생육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정명일, 063-238-6910, jeongi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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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자유학기제,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워줄 미래 지향적인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물 기르기 활동에 기반을 두고 융합인재 

교육(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과 

연계하여 중학생들이 농업 관련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효율적인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마토 재배부터 판매까지’ 직·간접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텃밭정원을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는 방법, 디자인에 대한 영농기술정보와 

디자인 할 수 있는 화단 프레임을 개발하였다.

Development of garden career experience program using STE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텃밭정원과 STEAM을 활용한  

중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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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자유학기제 :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한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토론, 실습수업이나 직장 체험활동과 같은 진로 

교육을 받는 제도. 교육부에서 2016년부터 중학교 전체에 도입해 시행 중임.

연구성과의 핵심은?  

토마토 재배부터 판매까지 직·간접 체험 프로그램 및 지원 콘텐츠 개발

토마토 기르기부터 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전 과정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동영상 교육을 

통해 농업 관련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내용이다. 직접 체험인 원예활동에서는 

토마토 씨앗 심기부터 키우기, 비료주기, 방제하기, 수확한 토마토를 이용해 요리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까지의 체험 과정을 담고 있다. 간접 체험인 동영상 교육에서는 토마토 

기르기 원예활동 12회기의 작업과 연계할 수 있는 농업 관련 다양한 직업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직접·간접 체험 병행 진로 교육 시 농업 관련 직업의 관심도(23.9%), 이해도(28.7%), 

선호도(2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팜투테이블 연계 가능한 학교 텃밭 정원 

조성 방법 교육콘텐츠와 학교 텃밭 정원 구획 디자인을 출원하여 산업화 하였다.

┃담당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정순진, 063-238-6942, sunjin75@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토마토 재배부터 판매까지 직·간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제공

개발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교수활동지도안, 수업 ppt, 활동지, 관련 동영상 

등의 콘텐츠는 농사로(www.nongsaro.go.kr)의 ‘생활문화-학교텃밭-하고 

있어요-진로체험프로그램’ 과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종합직업진로정보망(www.career.go.kr)-진로동영상-직업정보-농림어업 

관련직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학생들의 농업관련 진로탐색 기회가  

확대되고, 농촌진흥청, 교육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학생 

또는 진로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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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면역관련 유전자가 도입된 형질전환 돼지는 유전자가 몸 전체에서 발현 

및 기능함으로써 생리 또는 번식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를 특정 목적 장기 

또는 조직에 발현이 국한되도록 제어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정 

장기 및 조직을 목적으로 하는 이종장기이식용 형질전환 돼지 개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특정 목적 장기 또는 

조직 생산용 형질전환 돼지를 개발하여 이종장기이식에 활용할 경우 이종이식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Generation of transgenic pig for heart-specific  
gene expression

사람유전자가 심장에서만 발현되는  

돼지 개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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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iPSCs : 유도만능 줄기세포

Nanog, Sox2, Tert : 줄기세포 마커(Marker) 유전자

연구성과의 핵심은?  

돼지 심장 특이적 유전자 발현 프로모터 발굴 및 형질전환 돼지 개발

돼지의 심장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 3개(MYH6, MYBPC3, TNNI3)를 발굴하여 각 

유전자의 프로모터 영역을 분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심장 특이적 벡터를 제작하였다. 이들 

유전자 중에서 MYH6 프로모터를 이용한 발현 벡터를 재래돼지의 체세포에 도입하여 MYH6 

형질전환 세포주를 구축하였다. 이 세포를 활용하여 복제 난자를 생산한 다음 대리모에 

이식하여 MYH6 형질전환 복제재래돼지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 오건봉, 063-238-7254, keonoh@rda.go.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심장 특이적 면역유전자 발현 돼지 개발 및 심근세포 분화 연구용 소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개발된 MYH6 형질전환 돼지와 같이 면역거부반응관련 유전자를 

벡터에 도입시킬 경우 심장 이식이 가능한 형질전환 돼지 개발을 통해 돼지-원숭이 

간의 이종장기이식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게 되며, 심장계 질환 관련 유전자 벡터를 

도입시킬 경우 심장 질환의 치료 방법 및 약물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축한 MYH6-iPSc를 심장 세포로 분화를 유도하여 심장 분화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와 심장 질환 치료 방법개발을 위한 중요한 소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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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란은 핵을 제거한 일반 개의 난자에 우수한 개의 체세포를 주입하고 전기 

자극을 통해 체세포를 난자와 융합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개는 소, 

돼지 등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식가능한 배반포 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드물어, 

개 복제란의 초기 배 발생에 관한 연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세포배양기 

조건(38.5℃)에서 개의 체세포 핵치환 수정란을 7일간 배양한 결과, 세계 최초로 

배반포를 발생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결과는 개 복제생산 효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In vitro development of canine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embryos in different culture media

세계최초 개 복제란 이식단계까지  

체외배양 성공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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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개 체세포 이식 난자의 체외배양 연구에서 세계 최초의 결과로 초기 배 발생과정 전체를 

관찰할 수 있음

총 3개의 배양조건(mSOF, PZM-3, G1/G2)에서 개 체온과 유사한 38.5℃의 세포배양기 

조건에서 개 복제란을 7일간 배양했다. 그 결과, G1/G2 배양액에서 총 115개의 체세포 복제란 

중 9개(7.8%)의 배반포를 발생시키는데 성공함

┃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 허태영, 063-238-7271, tyohur@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개 체세포 핵치환 수정란 제작과 이식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본 연구결과는 실험실에서 체세포 핵치환 수정란의 1세포기 때부터 배반포까지 

초기 배 발생 과정 전체를 관찰하는 것이 가능해져, 체세포 복제란의 제작과 이식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 활용 가능하고, 기존의 1세포기 체세포 복제란을 대리모 

난관에 이식하는 방법 대신에 배반포를 직접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함으로써 복제견 

생산효율을 높이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배양 7일후 배반포단계 개 복제란 DAPI로 염색한 개 복제란

용어설명
배반포 :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할 때의 형태로서 할구분할이 끝난 세포덩어리의 형태

개 복제란 (SCNT,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성되는 일반적인 수정란과 다르게 일반 

체세포를 이용한 난자수정란 미세조작이라는 생명공학적 방법을 통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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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Ⅴ

실크 피브로인 3D 프린터 제조 조건 탐색

3D 프린터 의료시장이 커지고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전문 의료용 

원료 개발은 3D 바이오프린팅 시스템의 핵심 원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생체적합성이 높은 실크단백질을 이용한 의료용 소재 개발 기술은 의공학 

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양잠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진은 실크 피브로인을 원료로하는 바이오 3D 프린터 제조 조건을 탐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액체, 고체, 하이드로겔 등 다양한 형태의 실크를 원료로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제조 조건을 확립할 예정이다.

3D printing system for silk fibroin

실크 피브로인 출력용 3D 프린터  

제조 조건 탐색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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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실크 피브로인을 이용하여 3D 프린팅이 가능한 시스템 탐색

실크 피브로인을 원료로 프린팅할 수 있는 바이오 3D 프린팅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이는 실크 피브로인과 생분해성 고분자를 혼합하여 3D 프린팅이 가능한 기술 개발이 핵심 

성과이다.

┃담당자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조용준, 033-240-5173, nssur771@hallym.ac.kr

이렇게 활용됩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한 조직공학용 실크 골 고정판 개발 활용

실크 피브로인은 세포 점착 및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조직공학 응용에 적합한 물질이다. Bio plotting type의 3D 프린터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실크를 이용한 격자형 지지체(스캐폴드) 및 3D 모델링을 통한 형태 맞춤형 

조직공학 재료 출력이 가능하다. 3D 프린터와 조직공학의 접목과 더불어 시장이 

형성되어 가면서 연구, 개발이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크 

피브로인 3D 프린팅 골 고정판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이윤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크 피브로인 함유된 3D 프린팅 필라멘트 제작 예상되는 3D 프린팅 마이크로 골 고정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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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지구온난화 가속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와 더불어 사막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이는 농업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생물학적 및 경제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 탄소배출량 억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국가적으로도 생물학적 및 비생물학적 대응 방안을 통한 작물 

생산량 증대를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본 연구진은 전 생육기간에 걸쳐 식물의 

생장을 조절하는 식물호르몬인 옥신의 생합성 단백질 유카 (YUCCA)를 통해 

식물의 가뭄내성 기작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식물 생장과 환경재해 내성 

기능을 동시에 탑재한 맞춤형 작물 개발에 실마리를 제시하였다.

Development of drought resistant crops using  
auxin-biosynthetic enzyme (YUCCA)

옥신 생합성 단백질 (유카) 조절을 통한  

가뭄저항성 맞춤형 작물 개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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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티올리덕테이즈 : 세포내 활성산소 조절 단백질

연구성과의 핵심은?  

유카 단백질의 새로운 활성산소 조절 기능 분리

식물은 발아부터 전 생육기간에 걸쳐 옥신, 지베렐린, 싸이토키닌, 앱시스산 등의 다양한 

식물호르몬들의 조절과 상호작용을 통해 생장을 한다. 이 중 옥신은 세포분열과 분화 조절을 

통해 줄기 및 뿌리 성장을 조절하며, 열매 발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식물생장을 조절한다. 

유카 (YUCCA) 단백질은 옥신의 생합성 효소로 잎 노화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옥신과는 별개로 티올리덕테이즈주1) 기능을 통해 활성산소 조절에 관여함을 새로이 밝혔다. 

유카 단백질의 가뭄 저항성 기작 규명 

활성산소는 환경스트레스에 의해 증가되는 세포내 독성산물로 식물에 과량 축적시에 식물 

생존율을 감소시킨다. 활성산소에 저항성을 나타나는 유카식물은 야생형 대비 40-60%의 

가뭄 내성이 증가되었다.

┃담당자 : 경상대학교 농화학식품공학과 김외연, 055-772-1968, kim1312@gnu.ac.kr

이렇게 활용됩니다

다기능성 우성 형질 작물 개발 

대표적인 식물 호르몬인 옥신의 생합성 기능과 스트레스하에서 증가하는 생체내 

활성산소의 조절 기능을 한 식물체에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다기능성 우성 형질 작물 

개발에 주요한 후보 유전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잎 노화 억제, 환경 적응력 및 

생산량 증대, 재식밀도 및 수확기간 확대와 같은 농업 소득 향상을 개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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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장기용 형질전환돼지> <면역반응>

유전자분석US11/hDAF유전자돼지 거부반응제어

인간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장기용 돼지의 개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람면역세포에 의한 세포독성과 보체활성화에 의한 면역거부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US11 유전자와 hDAF 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돼지를 생산하였고, 

이들을 교배시켜 두 유전자를 함께 지닌 US11/hDAF 형질전환돼지를 

생산하였다. 사람면역세포와 보체 등에 대한 거부반응을 분석한 결과 

세포성면역 거부반응과 보체반응이 제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복합형질전환돼지의 개발과 면역반응 효과 제시는 바이오장기의 실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Production of transgenic pigs containing  
US11 and hDAF genes

US11/hDAF 함유 형질전환돼지의 생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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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형질전환돼지의 생산과 특성 규명을 통한 바이오장기에 활용

바이오장기용 형질전환돼지를 활용하는 종합적인 실용화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면서, 차후에 실질적인 안정성 검증단계인 전임상과 임상 실험에 활용될 

것이다. 

바이오장기 분야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

개발된 복합형질전환돼지는 바이오장기용 돼지개발 분야의 선진화 수준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의 이종장기이식 분야가 인류의 건강복지에 기여하면서 미래 장기이식분야의 

의료시장에서 국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면역거부반응이 조절된 바이오장기용 복합형질전환 돼지의 생산 

US11 단백질이 발현시키면 돼지의 주요적합조직항원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하는데, 이식시 

사람 림프구에 의한 면역거부반응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hDAF 보체조절단백질은 

이종장기이식 시 보체반응활성화에 의하여 일어나는 거부반응을 제어한다. 거부반응문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이식 후 생존능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US11/hDAF 유전자 도입 

복합형질전환돼지의 생산하였다. 

형질전환돼지의 면역거부반응 분석

US11 및 hDAF 유전자 발현 돼지의 세포를 이용하여 사람 자연살해세포(NK세포)와 혈청보체를 

처리하여 세포독성반응을 확인하였을 때, 사람 NK세포와 혈청보체반응에서도 세포사멸에 

대해 감소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US11/hDAF 복합형질전환돼지의 경우 

면역거부반응이 좀더 완벽하게 제어된 바이오장기의 실용화를 제시하고 있다.

┃담당자 :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진동일, 042-821-5876, dijin@cnu.ac..kr



2015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208

한별누에┃ 누에 유충무늬

Part Ⅴ

형질전환동물생산 방법을 이용하여 가축으로부터 바이오신약을 생산하는 것은 

동물생명공학의 중요한 목표로서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팀이 노력을 하고 있다. 

고전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형질전환동물을 생산하는 효율은 2 내지 3%로 매우 

낮으며 삽입된 유전자의 위치도 무작위 적으로 그 발현양이 낮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바이오신약용 유전자가 안정적으로 

발현하면서 대량으로 바이오신약용 단백질이 생산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남대학교는 대구대학교와 함께 젖소 

베타-카제인의 유전자 조절염기서열을 이용하여 엔도스타틴이 대량 생산될 

수 있는 넉-인 수정란을 개발하고 이식하여 고전적 방법보다 보다 효율적으로 

형질전환가축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Transfer and production of Knock-in embryo to  
produce transgenic dairy cattle expressing endostatin

엔도스타틴 생산용 형질전환 젖소 생산을 위한  

Knock-in 수정란생산 및 이식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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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형질전환 가축 생산이 보다 쉬워집니다.

형질전환동물생산에 있어서 주로 이용되는 복제방법보다 높은 효율로 다양한 

형질전환가축을 생산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며 다량의 바이오신약 단백질의 생산이 

가능하여 산업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넉-인 수정란생산 및 이식 

이번에 생산된 넉-인 수정란 생산 및 이식 기술은 바이오신약용 단백질이 내인성 베타-

카제인 유전자의 조절 염기서열에 의하여 베타-카제인과 함께 융합된 형태로 생산량이 베타-

카제인(9-11g/L 우유)과 동일한 양만큼 생산되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리고 넉-인 벡터와 

유전자 가위를 전핵기 수정란에 주입하여 수정란 내에서 상동유전자 재조합을 유도하여 넉-인 

벡터가 내인성 베타-카제인 유전자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될 수 있도록 실시하였으며 넉-인 

수정란 생산 효율은 50%로 향상시켰다. 이러한 기술에 의하여 생산된 수정란은 현재 이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형질전환 가축이 생산되면 혈관신생을 억제하여 항암제로 활용될 수 있는 

엔도스타틴이 우유로부터 대량생산되는 형질전환가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자 :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강만종, 062-530-2113, mjkang@chonnam.ac.kr

유전자가위 활성검증 넉-인 수정란 생산

넉-인 수정란 분석 넉-인 수정란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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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적합 경량화 온실모델 개발 및 온실 설계기준 정립

농업기계 안전표지 및 조작표시 그래픽 심볼 표준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복지실태조사

지역특성을 살린 농촌마을 정원모델 개발

농촌 삶의 질 향상

Part  Ⅵ 



2015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212

한별누에┃ 누에 유충무늬

01 
Part Ⅵ

정부는 새만금, 화옹, 이원 지구 등 간척지를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10.5.10, 제2010-47호, 농식품부)을 고시한 바 있다. 첨단 

수출원예단지 조성 등 전체 간척지 면적 54,349ha 중 30,394ha를 농업적으로 

활용하도록 구사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1.18 시행)을 제정한 바 있다.

대규모 면적의 간척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반특성 분석, 

태풍이나 폭설 등 기상 하중 분석 등을 통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경량화 온실 

모델을 개발하고 간척지뿐만 아니라 내륙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온실의 

기초·구조·환경 설계기준을 정립하였다.

Development of light-weight greenhouse model for reclaimed 
and and greenhouse requirement

간척지 적합 경량화 온실모델 개발 및  

온실 설계기준 정립



Part Ⅵ  농촌 삶의 질 향상 213

연구성과의 핵심은?  

간척지의 지반 및 기상 특성에 적합한 경량화 온실 모델 개발

간척지의 지반은 내륙지역에 비해 연약하므로 유리온실과 같이 무거운 철골자재로 구성된 

온실 대신 철재량을 20∼30% 줄여 무게가 가벼운 경량화 온실 모델을 개발하였다. 온실 

지붕을 씌우는 피복자재는 유리보다 가벼운 폴리올레핀(PO) 필름이나 불소(Fluor) 필름으로 

하고, 측면은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복층구조의 폴리카보네이트(PC)판을 피복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대비하기 위해 나사를 돌려 온실 기둥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나선형의 스파이럴(Spiral) 기초를 적용하였다. 

간척지 포함 내륙지역에도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온실 설계기준 정립

태풍이나 폭설 등 기상재해에 대비 전국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안전한 온실의 구조 

설계기준을 설정하고, 간척지 등 연약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우드파일(Wood pile)이나 

스파이럴 등의 온실 기초 설계기준, 온실 내부의 광량, 냉난방, 환기 등의 환경 설계기준을 

정립하여 네덜란드, 일본, 미국 등 시설원예 선진국 수준의 온실 설계기준을 제시하였다.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이시영, 강동현, 염성현, 063-238-4090, leesy42@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간척지의 대규모 첨단 수출원예단지 조성에 활용됩니다.

간척지에 적합한 경량화 온실 모델은 기존 유리온실에 비해 시공비용을 30∼40% 

절감할 수 있고, 온실의 기초·구조·환경 설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10∼20연동의 

다연동 대면적 온실을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하여 수출용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 

고품질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첨단 수출원예단지를 조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간척지 부등침하 대비 온실 풍하중 기준 산정경량화 온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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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대형화, 고성능화로 장치가 매우 복잡해지면서 안전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표지 및 조작표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제표준에 

없는 일부 안전표지 및 조작표시를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였지만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을 참조하여 제정된 그래픽 심벌도 

제조업체별로 다르게 그래픽 심벌을 디자인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기계 안전표지 및 조작표시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인이 

쉽게 이해하도록 그래픽 심볼을 표준화하였다.

Standardization of safety labels and control symbols of agricultural 
machinery

02 농업기계 안전표지 및  

조작표시 그래픽 심볼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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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농업기계 안전표지(29개) 및 조작표시(51개)의 표준화

안전표지 표준규격인 KS B 7947의 29개와 조작표시의 표준규격인 KS B 7946의 51개의 

그래픽 심볼에 대하여 제조업체, 관련기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표준화하였다. 안전표지는 

29개 항목 중 25개 항목은 수정, 주행 중 전원 스위치 OFF 금지 등 4개 항목은 새로이 

추가되었다. 조작표시는 51개 항목 중 40개 항목은 수정, 매연저감 장치 등 11개 항목은 

새로이 추가되었다.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재해예방공학과 김유용, 063-238-4153, kimkyu12@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안전표지 및 조작표시의 국가표준 개정 및 제작에 활용

KS B 7947과 KS B 7946의 개정(안)은 국가표준 및 농업기계 안전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제조업체는 이 규격에 따라 그래픽 심볼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제공되는 그래픽 심벌 일러스트 파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농기계 제조업체는 디자인 

비용 없이 규격에 맞는 안전표지나 조작 표시를 쉽게 제작할 수 있다. 농업기계 

교육기관에서 안전표지 및 조작표시의 그래픽 심볼 의미 교육을 통해 농업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조작표시의 그래픽 심벌 개정
(콤바인 수평제어- 우측상승표시 )

안전표지 심벌 추가
(주행 중 전원스위치 끄지말 것)

안전표지의 그래픽 심벌 개정
(농용트랙터 후방전도 주의)

→ →

용어설명
그래픽 심벌 :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어떤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시각적 형상, 문자, 기호

일러스트(illustration) : 어떤 의미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삽화, 사진,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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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변화농촌주민의 자녀 성별에 대한 태도 추이

농촌지역의 과소화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 복지 실태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농업인복지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통계청·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하던 개별 조사를 통합하여 2013년부터 농촌지역 4,01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총 8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연차별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부문별 조사로 

‘가족·교육·지역사회 및 공동체’ 중심의 3개 부문 80여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는 「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의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어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의 추진을 점검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Survey on the Rural well-being for Enhance the Quality of Life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복지실태조사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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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평가 및 대국민활용을 위한 공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를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국가통계포털(KOSIS)를 

통하여 공개하여 대국민 활용성을 증진하고 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농촌 복지만족도 지표 개발 및 만족도 지수화

농촌복지만족도 지표는 ‘사회안전망 구축 만족도, 복지여건 전반에 대한 만족도, 복지여건 

향상도, 농촌생활 영역별 만족도, 전반적인 농촌생활여건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여 개발하였다.

●  사회안전망 구축만족도 :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후 평균값 등을 지수화 

●  복지여건 전반 및 복지여건 향상도 : 전년 또는 기준년도(’09년) 대비 농촌 복지 향상도를 

조사하여 지수화 

●  농촌생활 영역별 만족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영역별 만족도의 평균값 등을 지수화

●  전반적인 농촌 생활여건 만족도 : 농촌 생활여건 만족도 조사 후 평균값 등을 지수화

농어촌복지 여건 향상도 농촌생활여건 만족도

교육 및 지역발전에 대한 평가

교육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보충교육비(48.3%) > 대학교 등록금(20.5)순

이었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평가로는 ‘발전된 편’이라는 응답은 증가(+11.5%p)하였고, 낙후된 

편(-6.5%p)이라는 의견도 감소하였음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최윤지, 063-238-2645, veritas9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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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의 지역 특성을 살린 정원 조성을 위해 마을 공동의 마을정원과 주택 

정원으로 구분하여 마을정원모델 5유형, 주택정원 2유형을 개발하고 주민이 

직접 정원을 구상하고 조성할 수 있도록 정원 디자인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농촌 마을정원 모델 : 5유형>

유형 동구정원 체험관정원 보건소정원 빈집정원 물길정원

모델

특징
돌탑, 솟대 등의  

상징물, 상징적인 
수목으로 조성

이동식 화단으로 
보행환경 확보,  

자투리 공간 활용

고령자를 위한  
키높이 화단,  

편의시설 중심

빈집을 활용한  
개방형 정원으로 
마을경관 개선

하천가나 마을길에  
정화 기능이 강한 

키낮은 초화류 식재

<농촌 주택정원 모델 : 2유형>

유형 주택이 뒤편에 위치한 유형 주택이 중앙에 위치한 유형

모델

특징
 전정, 측정으로 공간 구분, 농작업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전정 계획·활용
 전정, 측정, 후정으로 공간 구분, 

비개방형 쉼터 후정에 위치

Rural garden model development utilizing local characteristics

지역특성을 살린 농촌마을 정원모델 개발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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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핵심은?  

농촌마을 정원 모델 개발 및 현장적용

농촌마을 정원은 크게 마을회관이나 정자나무 쉼터, 마을길 등 공공 공간에 조성하여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마을정원과 개인의 주택정원으로 구분하여 조성 장소의 특징에 따라 마을정원 

5유형, 주택정원 2유형의 조성모델을 개발하였다.

농촌 마을정원 모델 개발 및 현장 적용, 담양 도래수마을

농촌마을 정원 디자인 가이드

농촌마을 정원 디자인 가이드 책자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박미정, 063-238-2617, mj.park@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농촌마을 정원 디자인 가이드

주민이 직접 정원을 구상하고 만들 수 있도록 ①정원 구상하기 ②장소 살펴보기 

③시설물 설계하기 ④수목 선택하기 ⑤도면 그려보기 ⑥시공하기의 순서로 구분하여 

단계별 지침과 마을정원 조성사례, 마을정원 우수 운영 사례, 정원 도면, 정원 

관리·활용 지침을 개발하였다.

체험관 기단 체험관 화장실 앞 체험관 담장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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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 국가주권 확보 및 지속추진

농식품 소비자 패널 자료를 활용한 소비 트렌드 분석

아프리카는 지금 녹색한류 열풍

캄보디아 농업인 소득증대 및 자립형 KOPIA 시범마을 육성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강화 및  
농업경영 역량향상

Part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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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Management for  
Animal Genetic Resources in Korean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  

국가주권 확보 및 지속추진

●  국립축산과학원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 

(CGRFA)의 동물유전자원 국가조정관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제2차 세계가축유전자원현황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조사된 가축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세계행동계획 이행정도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에서 14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  2015년도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에서 개량된 돼지 8품종을 FAO 가축유전 

자원다양성시스템에 등재하여 국내 육종가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가축유전자원 확보 및 신소재 개발 연구(15)-동물유전자원 보존 평가기술 개발(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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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조창연, 063-620-3520, bloodtype@korea.kr

연구성과의 핵심은?  

●  2007년도 가축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계행동계획을 

151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채택하였다.

●  2014년도 FAO회원국의 가축유전자원의 세계행동계획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2015년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평가대상국 127개국 중 14위 
 AFACI, KAFACI와 같은 국제협력분야에서 양호한 성적을 보였음

●  가축유전자원은 식물과 같이 신품종을 인정하고 육성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FAO의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에 자국의 자원을 등재하는 것이 자원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도부터 FAO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에 국내고유종 및 육성종을 등재. 
2015년도에는 국내에서 육성된 돼지 9계통을 등재하였음

이렇게 활용됩니다

국제쟁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국익보호

●  가축유전자원관리 기법의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의 역할을 

하면서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FAO를 통한 국내 가축생명자원의 대외 공표

●  국내에서 개발·육성된 품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서 품종 

및 육종가를 보호할 수 있다.

키르기스탄 농업분야지 현장지원 KAFACI 연례평가회 (2015.12, 에티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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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농산물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국산 농산물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생산 농가 입장에서는 농산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가의 농산물 마케팅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9년부터 도시 소비자 1,000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농식품 소비 자료를 수집하고(패널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다. 2015년에는 패널 규모를 전국 1,500명으로 확대하였다.

2015년 말 현재 528만 건의 DB를 구축하였는데, 여기에는 패널 코드, 상품명, 

구입일자, 구매장소, 구입액, 상품분류 등의 구매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아래 표는 

구매정보 DB 구조의 요약된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  농식품 소비자 패널 구매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조(요약)

패널코드 구입처 소매업태 쇼핑날짜 상품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결제방법 구입액

PN20150006 이마트금정점 대형마트 2015-10-03 비락식혜 가공식품 음료 전통음료 현금 2780

PN20150009 이마트금정점 대형마트 2015-10-09 농심짜왕 가공식품
밀 

가공식품
봉지라면

신용카드_ 

상품권
4980

PN20150009
GS슈퍼마켓 

부산남산점

기업형 

슈퍼마켓
2015-10-21

포카리 

스웨트캔
가공식품 음료 이온음료 신용카드 790

PN20150010 탑마트금사점
기업형 

슈퍼마켓
2015-10-06

농심 

신라면멀티
가공식품

밀 

가공식품
봉지라면 신용카드 3170

PN00000402 파리바게트-경기 전문점 2015-10-28 땅콩크림빵 가공식품
밀 

가공식품
빵류 현금 907

PN00000402
인터넷구매 

(유통업체)-경기

인터넷 

구매
2015-10-20

샘표 

양조간장501
가공식품 장류 간장 현금 6500

덧붙여 패널의 인구통계정보를 별도로 조사함으로써 분석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인구통계정보에는 가구원수, 연령, 직업, 소득, 주거형태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Analysis on Food Consumption Trend from Panel Data)

농식품 소비자 패널 자료를 활용한  

소비 트렌드 분석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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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됩니다

연구자, 농업인 및 유통종사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  농업 현장의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전문연구자들에게 제공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농업인, 유통종사자들에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의 핵심은?  

건강 및 편의성 추구 경향이 뚜렷합니다.

-  식품 소비에서 건강 및 편의성 추구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리의 편의성 

(가공식품 선호)과 함께 구매의 편의성(인터넷 구매)에서 편의성 추구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수입산 과일이 국내산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  수입산 과일중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 도입된 지 오래된 과종과 블루베리, 체리, 

망고, 자몽 등 새롭게 들어온 과종이 국내산 과일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다.

-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 도입된 지 오래된 과종은 국내산 과일의 소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바나나의 소비가 많은 가구에서는 사과의 소비도 많은 식이다.

-  한편, 블루베리나 체리의 소비 증가는 사과와 배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망고, 자몽의 소비 

증가는 수박, 참외, 밀감, 단감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담당자 :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박성호, 063-238-1206, psh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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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아프리카 기아와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2010년 

아프리카 다자협력 프로그램인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KAFACI)를 출범하였다. 현재 대한민국과 아프리카 18개 국가(우간다, 케냐, 

말라위,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코모로, 르완다, 카메룬, 앙골라, 가봉, DR콩고,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모로코, 튀니지, 수단)가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동아시아대비 25%수준인 아프리카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전체 

인구의 70%가 거주하는 농촌 발전을 목표로 그동안 아프리카에 이루어져온 

직접원조방식이 아닌 회원국 스스로 자국의 농업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농업연구와 기술보급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KAFACI)

아프리카는 지금 녹색한류 열풍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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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KAFACI :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연구성과의 핵심은?  

자립형 농업기술보급으로 한국의 녹색혁명 아프리카에 재현

KAFACI는 2014년도부터 사업 추진방식을 5개 분야 다자참여 협력으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아프리카벼연구소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농업기초과학, 식량작물, 

원예, 축산, 농촌지도의 5개 중점 분야에서 13개의 자립형 농업기술보급(연구+종자 

보급+기술+교육)사업을 통해 주요 농산물 생산성이 아프리카 9개국에서 평균 3.2배로 향상 

되었다. 또한, 아프리카의 쌀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 “국제기구의 현지 

노하우”를 활용하고 우리의 강점인 “한국의 쌀 자급 경험”을 전수하여 한국의 녹색혁명을 

아프리카에서 재현하고 있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아프리카 협력 발판으로 국가 경제 시너지 창출 및 브랜드 제고

KAFACI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농업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회원국과 협력분야가 확대되는 추세로 아프리카 기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공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농업기술 협력 모델을 발판으로 

다양한 경제 협력과 국격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AFACI 출범(’10. 7, 198개국)  식량 작물 품종 개량 초청훈련식량작물 연구개발 네트워크

옥수수 기술보급 시범사업(짐바브웨) 아플라톡신 저감 옥수수 품종 개발(우간다)아프리카 적응 다수성 벼 계통육성(케냐)

┃담당자 :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설영주, 063-238-1126, yjseo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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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캄보디아 센터는 자립형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현지 맞춤형 육계 사양 및 옥수수 재배 기술을 보급하였다. 그 결과 사업 참여 

농업인의 소득이 증가하였으며, 소득 일부를 마을 단위 자조금으로 조성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KOPIA 시범마을은 ‘지속가능한 캄보디아 

농촌발전의 구체적 사례’로서 의의가 있으며, 지구촌 새마을 운동과 연계하여 

마을 단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ostering high-income and self-reliant  
KOPIA villages in Cambodia

캄보디아 농업인 소득증대 및  

자립형 KOPIA 시범마을 육성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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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 농촌진흥청이 개발도상국 농업 및 농촌의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을 현지에 상주하여 한국의 

우수한 농업기술 및 농촌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사업

KOPIA :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utre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영어 명칭)

연구성과의 핵심은?  

한국의 농업기술로 캄보디아도 함께 잘 살아보세

KOPIA 캄보디아 센터는 2015년 깐달주 등 3개 지역 70농가에 육계 사육기술과 사료용 

옥수수 재배 기술을 보급하였다. 백신 공급과 계사환경 개선 관련 농민교육을 통해 병아리 

폐사율을 관행 27%에서 5%로 낮추었으며, 육계 사육기간도 단축(90일→70일)시켰다. 또한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옥수수를 이용하여 혼합사료를 개발 및 보급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러한 KOPIA 기술을 투입하여 육계 100마리 당 농가의 조수익을 

$350에서 $380로 9% 증대시켰다.

┃담당자 :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진민아, 063-238-1172, genemina@korea.kr

이렇게 활용됩니다

마을 공동체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성장 지원

KOPIA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을 탈피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을 지원하는 농업기술 협력사업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가 소득의 일부를 마을 발전을 위해 재투입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시범마을에서 $23,577의 자조금을 조성하였다. 이 기금은 KOPIA 센터에서 설립한 

영농조합의 규정과 ‘자조금 조성 및 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마을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다.

병아리 부화시설 구축 병아리 폐사율 감소계사환경 개선(70농가)

사료용 옥수수 재배(32ha) 시범마을 현장평가회병아리 사육법 농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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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카톨릭대
국내산 정제봉독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질환의 치료제 개발 및 연구 박관규 102

전남대
엔도스타틴 생산용 형질전환 젖소 생산을 위한  

Knock-in 수정란 생산 및 이식 
강만종 208

전남도원 미니단호박 무가온 2기작 재배기술 개발 장미향 56

전남도원 수출용 절화수국 안정생산 및 규격품 향상 기술 개발 이재신 106

전북도원 새로운 사료자원인 케나프 최적생산기술 개발 강찬호 54

충남대 US11/hDAF 함유 형질전환돼지의 생산 진동일 206

충남도원 시설토마토 담배가루이 방제를 위한 트랩식물과 천적 활용기술 개발 최용석 156

충북도원 와인을 코팅한 체험 관광용 팽화 쌀과자 개발 윤향식 108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해수면 상승에 따른 농경지 범람·염류화 피해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개발
조광우 52

한림대 실크 피브로인 출력용 3D 프린터 제조 조건 탐색 조용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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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별 주요연구성과02 
부록

어젠다 연구성과명 담당자 페이지

1 무인기 영상을 활용한 고랭지 배추 작황평가 이경도 120

1 냉동 마늘·대파의 동결 및 저장 이용기술 한귀정 178

1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복지실태조사 최윤지 216

1 지역특성을 살린 농촌마을 정원모델 개발 박미정 218

2 메주 토종 곰팡이 다양성확보와 종균개발로 국가 생물주권 확립 홍승범 12

2 식물면역증강 미생물 개발 박경석 124

2 수용성 프로폴리스 개발 맛과 향이 순한 마시기 쉬운 프로폴리스 우순옥 126

2 미생물을 이용한 부화장 부산물 활용 유재홍 154

2 곤충 이용 심리치유 효과의 의학적 구명 김성현 170

2 왕지네로부터 아토피 치유 후보 물질 개발 황재삼 172

2 기능성과 색감을 향상시킨 오디/뽕잎 꿀가루 개발 김현복 174

3 신선채소의 유해미생물(5종) 현장 동시진단 기술 개발 노은정 116

3 차세대유전체분석을 통한 신종 바이러스 진단법 개발 서장균 168

4 고구마 생산 전과정 기계화 기술 개발 최용 62

4 양파 예건 겸용 저온저장고 최동수 64

4 수집형 두류 콤바인 개발 최일수 66

4 벼농사 제초도 로봇이 척척 김상철 112

4 폐양액을 비료와 물로 바꾸는 폐양액 분리장치 이공인 114

4 산업폐열 분포 지도와 활용 모델 개발로 산업폐열의 농업적 활용 확대 강연구 160

4 간척지 적합 경량화 온실모델 개발 및 온실 설계기준 정립
이시영, 강동현, 

염성현
212

4 농업기계 안전표지 및 조작표시 그래픽 심볼 표준화 김유용 214

5
누에 무늬, 고치색으로 암수감별 가능한 ‘한별누에’ 및 오디균핵병에 강한 

‘대찬뽕’ 육성
성규병 10

5 김치의 고춧가루가 비만 예방 유산균의 양 결정 박동석 162

1.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유지 보전

2. 농업 생물자원의 실용화

3.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4. 생산공정 자동화, 에너지 절감 및 농작업 안전기술

5. 농업생명공학 원천 기초 기술연구

6.식품 산업화 및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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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 연구성과명 담당자 페이지

5 GMO 안전성 평가를 위한 상업화 작물성분 DB 구축 이시명 164

5 소리로 수확후 토마토 익는 시기 늦춘다 정미정 166

5 농산식품자원 유래 플라보노이드 Data Base 김정봉 176

6 삼채의 기능성 평가 및 맞춤형 제품 개발 이성현 30

6 양조식초의 건강기능효과 구명 및 상품성 증진 기술 개발 이충환 98

6 막걸리용 토착 발효종균 발굴 및 실용화기술 개발 여수환 180

7 사과 유전자원 동결보존을 통한 장기보존 실용화 이정윤 182

8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쌀 파스타 전용 품종 '새미면' 조준현 34

8 숙기 다양화 내병 다수성 찰벼 품종 육성 남정권 38

8 장수형 밀 유전 특성규명 및 장수형 밀 이용 가공제품 개발 강천식 42

8 벼 키다리병 저항성 품종 개발을 위한 유전자 탐색 박동수 44

9 내탈립·다수성 밭밑용 콩 ‘청자4호’ 김현태 14

9 콤바인 기계수확에 적합한 팥 줄뿌림 재배기술 정기열 40

9 식용피의 건강기능성 구명 및 신품종 '보라직' 개발 고지연 46

9 밭작물 주요 병해충의 진단 및 방제 방법 윤영남 130

10 당도가 높고 식미가 우수한 단옥수수 ‘백금옥’ 이진석 36

10 고부가가치 감자 가공식품 개발 진용익 48

11 식미 우수, 고당도, 덩굴쪼김병 저항성 고구마 신품종 ‘호감미’ 이형운 16

11 감자 내염 및 내건성 검정 시스템 구축 김둘이 50

11 콩·팥 재배농가의 주요 수량 격차요인 및 증대방안 한원영 68

11 천연 CLA 함유 콩 요구르트의 체지방 감소 효과 이병원 70

11 발아밀 쿠키 품질 향상 기술 최인덕 72

11 보리 바이러스병 3종 동시진단 기술 이봉춘 128

11 새싹보리 이용 新 건강식품 소재개발 및 산업화 서우덕 184

11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연속 전처리 시스템 개발 차영록 186

7. 유전자원 수집/보존/활용

8. 논 이용 식량 안정생산

9. 밭작물 생산성 향상

10. 중북부 기후대 환경 적응 작물 생산

11. 식량작물 품질차별화 및 부가가치 향상 

12.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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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 연구성과명 담당자 페이지

12 껍질째 먹는 무핵 청포도 ‘샤이니골드’ 개발 허윤영 18

12 배, 감 산업 경쟁력 제고 신품종 육성 김윤경,마경복 20

12 배 숙기판정 지표 설정 및 비파괴측정기 개발 최진호 74

12 어린잎채소 신선도 유지를 위한 수확후관리 기술 개발 최지원 146

12 상온유통 복숭아 상품성 향상 기술 이진수 148

12 감귤 바이오겔의 산업 소재화 김상숙 192

12 도시 환경개선을 위한 컨테이너정원 개발 정명일 194

12 텃밭정원과 STEAM을 활용한 중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정순진 196

13 수입대체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보급
김영국,이상원, 

이정훈
22

13 인삼 고품질 내재해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 김영창 24

13 수입품종 대체를 위한 양송이 국산품종 개발 및 보급 오연이 26

13 광환경 조절을 통한 고품질 인삼 재배기술 개발 장인배 136

13 약용작물 GAP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안태진 138

13 토양내 인삼뿌리석음병원균 밀도판별기술 개발 이승호 144

13 인삼의 전립선 비대 개선 효과 김영옥 188

13 인삼과 우슬 골다공증 개선 효과 김영옥 190

14 비닐하우스 친환경 차광도포제 개발 및 차광효과 이재한 132

14 수출원예작물의 순환식 유기배지경 양액재배기술 개발 여경환 134

14 종자 열수처리에 의한 고추 세균점무늬병 방제 백창기 140

14 채소 바이러스의 현장 진단키트 개발 및 보급 최승국 142

15 한국재래돼지의 육질 관련 유전적 특징 발견 이경태 80

15 축산물등급 및 유전체 정보연계 활용 시스템 구축 정호영 88

15 사람유전자가 심장에서만 발현되는 돼지 개발 오건봉 198

15 세계최초 개 복제란 이식단계까지 체외배양 성공 허태영 200

15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 국가주권 확보 및 지속추진 조창연 222

16 2015 우수품종 대통령상 사료작물 ‘코윈어리’ 최기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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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찾아보기) 239

어젠다 연구성과명 담당자 페이지

16 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 개발 및 산업화 기반 구축 김용민 60

16  '우리맛닭' 닭고기의 생리활성물질 함량 제시 허강녕 76

16 우수 종축업체 인증 현황 및 활용 최재관 78

16 저장 조사료 품질향상 및 신속한 품질평가 기술 개발.보급 박형수 84

16 토종 사일리지용 젖산균 첨가제 최기춘 90

16 유전체육종가 기반 한우 계통축 씨수소 선발체계 구축 김형철 92

16 말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 채현석 94

16
폐깃털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한 케라틴분해 효소군 탐색 및 

활용기술개발
이동우 100

16 친환경적 동물 사체처리 장치 개발 강석진 150

17 양돈장 냄새저감 패키지화 기술 개발 및 보급 조성백 82

17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육성을 위한 육제품 기술 개발 성필남 86

17 식육가공품 원료육 종류 및 증량제 정성·정량분석법 개발 김진형, 한상현 96

17 동물복지 인증기준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준엽, 우샘이 152

18 국내산 정제봉독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질환의 치료제 개발 및 연구 박관규 102

18 실크 피브로인 출력용 3D 프린터 제조 조건 탐색 조용준 202

18 옥신 생합성 단백질(유카)조절을 통한 가뭄저항성 맞춤형 작물 개발 김외연 204

18 US11/hDAF 함유 형질전환돼지의 생산 진동일 206

18
엔도스타틴 생산용 형질전환 젖소 생산을 위한  

Knock-in 수정란 생산 및 이식 
강만종 208

19 해수면 상승에 따른 농경지 범람·염류화 피해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개발 조광우 52

19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심교문 118

20 새로운 사료자원인 케나프 최적생산기술 개발 강찬호 54

20 미니단호박 무가온 2기작 재배기술 개발 장미향 56

20 느타리버섯 적합 배양법 및 오염저감 매뉴얼 개발 정윤경 104

20 수출용 절화수국 안정생산 및 규격품 향상 기술 개발 이재신 106

20 와인을 코팅한 체험 관광용 팽화 쌀과자 개발 윤향식 108

20 시설토마토 담배가루이 방제를 위한 트랩식물과 천적 활용기술 개발 최용석 156

20 농식품 소비자 패널 자료를 활용한 소비 트렌드 분석 박성호 224

20 아프리카는 지금 녹색한류 열풍 설영주 226

20 캄보디아 농업인 소득증대 및 자립형 KOPIA 시범마을 육성 진민아 228

수탁 가축 사료 첨가용 ‘누에 천연항생제’ 산업화 기반 구축 최광호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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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별 찾아보기03 
부록

연구자 연구기관 페이지

강만종 전남대 208

강석진 축산원 150

강연구 농과원 160

강찬호 전북도원 54

강천식 식량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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