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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작성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에 의거하여 5년을 주기로 

생산되고 있는 국가 기반 데이터베이스

개발내용

-  다량영양성분(지방, 수분, 단백질 등) 데이터 자급률 향상 : 70%(8개정) →  

90%(9개정)

-  미량영양성분(비타민 E, 엽산 등) 데이터 자급률 향상 : 20%(8개정) → 30%(9개정) 

-  식품 3,000종, 영양성분 43종이 수록되어 있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 95% 반영한 

최신 정보 개정

결과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정책 분야 :  국가 식품수급표 작성(농식품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영양섭취 

기준 설정(복지부), 영양표시 및 식품안전정보(식약처), 학교급식계획 

수립(교육부)

- 민간 분야 : 가공식품 영양표시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 제품개발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식품과 김세나  063-238-3681  gasinali@korea.kr

농약성분별 평가보고서
생활속의 영양성분 특별전시

기준전문위원회

포장 농산물 영양표시(활용)

농작업자노출허용량고시

영양 정보 검색 서비스 

『국가표준식품성분표 9개정판 발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국가표준식품성분표 9개정판 발간 : 식품 3,000점,  
영양성분 43종 수록

☞  소비자의 영양정보 인지와 현명한 식품 선택으로 질병 

비용 감소 효과 약 500억 추정

출처 :  ‘국가표준식품성분표’의 공익적(사회�경제�문화적) 가치 

평가 연구

☞  빅데이터 연계, ICT 융복합 기술 개발 확대로 산업적 활용

(스마트 가전 등)

우 수 사 례

01 02국가표준식품성분표 
9개정판 발간

연구개요

-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국내 신물질 농약에 대하여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한 후 안전기준을 설정 고시

✽법적근거 : 농약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제16조 제3항

개발내용

- Peer review 전문가 검토 후 일일섭취허용량,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설정

-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독성평가 결과를 책자로 발간�배포하여 관련 부처, 농약

회사, 대학, 연구기관에 농약의 독성정보, 안전기준 및 설정 근거 제공

신규 등록신청 농약
일일섭취허용량

(mg/kg bw/day)

농작업자노출허용량

(mg/kg bw/day)

사이클라닐리프롤 95%(Cyclaniliprole) 0.27 0.027

피플루뷰마이드 94%(Pyflubumide) 0.0074 0.0062

펜플루펜 98%(Penflufen) 0.040 0.077

페녹사설폰 97.4%(Fenoxasulfone) 0.018 0.012

결과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소비자 위해성평가 및 농작업자 위해성평가를 통해 농약의 안전성 확보

-  음용수, 환경 중 농약 노출 시 영향 평가를 위한 안전기준 제공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유아선  063-238-3368  aresun@korea.kr

국내 최초 도입 농약의 소비자 및 
농작업자 안전기준 설정

『국내 최초 도입 농약의 안전기준 설정』으로 소비자 및 농작업자 건강보호

◇  설정한 안전기준을 이용한 식이섭취 위해성 평가 및 
농약살포자 위해성 평가 실시

-  위해성이 높다고 판정된 경우 농약 안전성전문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상정하여 농약 등록 보류

☞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우수 안전 

농약의 등록 및 관리 가능

우 수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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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  소면적 재배 근채류, 산채류, 경엽채류, 약용작물 등 12 작물의 비료 표준사용량 

및 토양검정 추천량 설정

✽대상작물 :  근채류(연근, 우엉, 야콘), 산채류(눈개승마, 민들레), 경엽채류(청경채, 아욱),  

메밀약용작물 (어성초, 엉겅퀴, 결명자, 식방풍)

개발내용

-  근채류, 산채류, 경엽채류, 약용작물 소면적 재배작물 비료사용기준 설정  

(총 12작물)

✽ 작물별 비료 표준사용량 및 토양검정추천식 설정, 농가 실태조사를 통한 토양 적정범위 

설정

- 소면적 재배 작물의 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추가 : (’16)121 → (’17)133작물

결과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를 활용한 작물별 적정 양분관리 계획 수립

- 농산물 인증 심사 시 작물별 권장 시비량을 준수한 양분관리 이행 여부 평가

- 균형 시비를 통한 작물 영양장애 및 토양 양분 집적 예방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이예진  063-238-2446  leeyj418@korea.kr

여름부추 고온장해 개선

콩나물 황산화능 (DPPH) 
향상

콩나물수량증진(농가실증)
비료사용처방서 제출 간소화

『소면적 재배 작물』 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확대

◇  연근, 우엉 등 12작물의 질소, 인산, 칼리 표준 사용량 및 
토양검정 추천량 설정으로 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및 농산물 인증 시 적정 양분관리 이행 여부 평가에 활용

-  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작물 : (’16) 121 → (’17) 
133작물

☞  소면적 재배 작물 재배 시 양분 적정량 사용을 통한 건강

한 토양 관리 가능

우 수 사 례

소면적 재배 작물의 
비료사용기준 설정

연구개요

-  농업용 클로렐라를 이용한 부추 고온기 생육장해 및 유기농 콩나물 부패병  

개선과 품질향상으로 농가현장애로 해결

개발내용

-  농업용 클로렐라 농가 활용을 위한 자가 배양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 농업용 클로렐라 처리에 의한 여름부추 주산단지 고온기 현장애로 해결

✽현장애로 : 관행대비 수량 44% 향상, 경영비 20% 절감, 조수익 151% 향상

- 클로렐라 적용으로 콩나물 부패율 79% 감소, 수량 29% 증가, 소득 45% 증가

결과활용분야 / 파급효과

-  정책제안 :  클로렐라의 농가 자가 배양 및 작물별 처리농도와 횟수 제공 

(농식품부 등)

- 기대효과 :  유기농 콩나물 및 여름부추의 안정적 생산으로 품질향상 및 소득 

증대 가능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심창기  063-238-2557  ckshim@korea.kr

클로렐라를 활용한 
유기농 부추 및 콩나물 생산기술

농촌진흥청, 클로렐라 활용 여름부추생산 제공

◇  클로렐라를 활용한 여름부추 및 콩나물 생산 
단지에 매뉴얼 제공

-  클로렐라의 농가 자가배양 및 작물별 처리 
농도와 횟수 등

☞  식물병 억제 및 고온기 생육장해 개선으로 농산물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기여

우 수 사 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인증 시스템으로 

온라인 발송

토양 성분 분석

전자문서 연결

비료사용처방서 발송
(친환경농산물인증시스템과 연계)

온라인 수신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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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  신선편이 양파 가공 업체에서 활용이 가능한 원료 저장방법과 가공 시 세척 및 

유통방법을 확립하여 신선편이 양파 유통 중 품질 유지

개발내용

-  신선편이 양파 가공 시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대신에 10℃ 물로 세척 시 2∼3일 

선도유지 연장

-  신선편이 양파는 PE필름에 진공 포장하여 4℃에 유통 시 외관 품질 21일 이상 

양호

※ 신선편이 양파 가공, 유통방법

단기 저장 양파 선별 및 박피 10℃ 물로 1차 세척

10℃ 물로 2차 세척 
또는

NaOCl + 구연산 세척 + 10℃ 물 3차 세척
탈수 및 건조 진공포장 4℃ 유통

결과활용분야 / 파급효과

-  신선편이 양파 가공 시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억제로 수질 및 환경오염 감소

- 신선편이 양파의 상품성 향상으로 소비 확대 기대

- 신선편이 농산물의 유통기한 연장으로 폐기율 감소 효과 기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배영석  063-238-6510  ysbae63@korea.kr

4℃ 유통

진공 포장

양파 세척

신선편이 양파 원료

진수미

미품

중생종 : 3품종

중만생종 : 9품종

신선편이 양파 가공 방법 확립으로 선도유지 기간 연장

◇  신선편이 양파 가공 시 세척 및 유통방법 개선으로 선도 
유지 기간 2∼4일 연장

-  결과물 학술발표 2회 및 영농활용정보 2건 제공

☞  양파 1톤을 신선편이 가공 시 유통 중 폐기율 5% 감소

우 수 사 례

양파의 선도유지를 위한 
원료 저장 및 가공 시 세척, 유통방법 확립

연구개요

-  지역적합 최고품질벼 품종 선정 및 브랜드 개발

- 등숙기 기상분석에 의한 지역별 적합 품종의 최적 출수를 위한 이앙적기 구명

개발내용

- 적합품종 선정 : 전국 24개 주요 농업지역 67품종(지역별 1~6품종 선정)

- 브랜드쌀 개발 : ‘맛좋은쌀 영호진미’등 10개 지역 13개

- 쌀 종자 보급체계 구축을 위한 최고품질 벼 적응지역 확대

•진수미 : 영남내륙평야 1모작지 + 경기남부 평야지 

•미품 : 충남, 전남북, 경남 내륙평야지 + 경북 남부평야지

-  등숙기 최적 기상환경 

(출수 후 40일간 평균기온 : 중생종 21.7℃, 중만생종 22.4℃)

-  지역별 최적품종의 수량성�품질 향상을 위한 출수적기에 적합한 이앙적기 구명

결과활용분야 / 파급효과

-  지대별 적합 최고품질 벼 재배로 전국 지역별 최고품질의 브랜드쌀 개발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최경진  063-238-5262  choichoi@korea.kr

최고품질벼 지역별 
최적 이앙시기 설정 및 적응지역 확대

『지역별 최고품질벼 브랜드쌀 개발』로 쌀 품질 향상

◇  지역 RPC 연계 최고품질벼 농가현장 실증 및 브랜드
쌀 개발

-  현장실증 2개소 추진, 10개 지역에서 13개 최고품
질벼 브랜드쌀 개발

☞  지역 브랜드쌀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의한 소비자 만족도 충족

우 수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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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  전통 발효식품 유래 유용 발효미생물에서 약주용, 증류주용 및 장류용 특성이  

우수한 종균 선발하고, 품목별 발효식품 제조에 적합한 토착 종균의 국산화 및 

원천기반 기술 확립

개발내용

-  저온 발효능이 우수하고, 향미가 뛰어난 약주용 효모 10종 생물자원 확보 및  

당화액을 이용한 확대 배양으로 종균화 설정과 장기보존 기술 확립

-  장류 제조에 적합한 효소 생성능이 높고 곰팡이 독소를 생성하지 않는 장류용 

곰팡이 10종 생물자원 확보 및 장류용 곰팡이 종국제조와 규격을 설정하여 종균 

기반 확립

결과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약주, 증류주, 장류용 발효미생물 및 종균제조 기술 확보로 농식품가공산업체에서 

발효식품의 품질 관리 및 표준화를 위한 종균 제공

-  장류용 종균을 (주)순창장류에 기술이전을 통해 고부가가치 장류제품 개발 중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식품과 백성열  063-238-3609  dunkbis@korea.kr

고알코올 생성 
증류주용 효모

장류용 고초균 규격 설정

장류용 다양한 종국

장류용 곰팡이 종균 
안전성 검사

머리뿔가위벌 생활사

머리뿔가위벌 방사방법

사과꽃 화분매개

『발효식품용 종균 제조기술 개발』로 발효식품의 품질 향상

◇  장류용 고초균 SCMB 121 활용 청국장  
사업장 현장 실증

-  ㈜순창장류 청국장 제조공정에 고초균 
종균을 적용하여 사업성 평가

☞  건강기능성 보유 및 안전성 확보 발효종균을 

이용한 발효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우 수 사 례

약주, 증류주 및 장류 제조를 위한 
종균화 기반 확립

연구개요

-  머리뿔가위벌의 서식, 사육환경 등 구명과 사용법 및 방사기준 설정

개발내용

- 머리뿔가위벌 생활사 구명 : 유충기간 5령, 암컷(123.5일)과 수컷(124.1일)

-  뿔가위벌류 증식을 위한 서식환경(고도 400-600m, 흙담주변, 단면소통), 사육

환경(온도 25℃, 습도 65%, 잡화분) 구명

- 사과수분을 위한 머리뿔가위벌 사용법 및 방사기준 설정

결과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화분매개곤충 뿔가위벌류의 사육 및 수시보급기술 개발로 지자체 및 농가 생산 

가능

-  뿔가위벌류 생산 지자체 및 농가에게 교육, 홍보 및 책자 제공 등으로 농가이용률 

증가 및 뿔가위벌류 시장 확대 기대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윤형주  063-238-2955  Yoonhj1023@korea.kr

뿔가위벌류 수시보급 및 
사과에서 이용기술 개발

『사과수분을 위한 머리뿔가위벌 사용법 및 방사기준 설정』으로 뿔가위벌류 
이용률 증가 기대

◇  사과 과수원 20a(2,000㎡)를 기준 : 암수 1:2, 암벌 
200마리 이상 방사권장 

◇  방사집 설치 : 방사집 내 영소를 암벌 방사수의 2배로 
준비

◇  방사시기 : 3일간 25℃(실온)보관한 후, 사과꽃 만개
기준 약 4일전에 방사

우 수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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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  국내에서 2015년 검역대상병해이며 돌발병해인 과수(사과, 배) 화상병이 발생 

하여 이 병에 대한 긴급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병의 발생현장에서 1시간 

이내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FB strip)을 개발함.

개발내용

-  국내 화상병균에 대한 polyclonal antibody 생산

☞ 국내 발생 화상병 병원균 대표균주의 조합으로 다클론항체를 생산 및 정제함

-  병반 추출액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스트립 개발

☞ 국내 분리 화상병균에 대한 특이성 확인

☞ 화상병 의심 및 발병 현장에서 현장진단에 적용

☞ 시료채취, 병원균추출, 반응, 결과판독까지 30분-1시간 소요

결과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화상병 발생 현장에서 진단에 활용하여 방역조치를 위한 빠른 의사 결정에 도움

-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하여 발병의심 현장에서 빠른 1차 진단에 활용

- 유럽산 제품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음

 충북대학교 식물의학과 차재순  043-261-2554  jscha@cbnu.ac.kr

결과 판독

FB strip에 반응

병원균 추출

다양한 병반 시료

전처리 실험

분석법 확립

과수 화상병 현장진단을 위한 
「FB strip」개발

연구개요

-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에 최초로 등록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분석법을 개발하고 이를 안전성 검사기관에 신속히 보급함

개발내용

-  국내 최초 등록 농약인 페녹사설폰 등 농산물 중의 잔류량을 측정하기위해 용매

추출 후 카트리지로 정제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는 방법임

- 과실류, 채소류, 서류, 곡류, 콩류 등의 다양한 농산물에 적용 가능

결과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농산물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기관에 보급된 분석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법으로 사용가능

- 우수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용 분석법의 적용으로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권혜영  063-238-3225  kwonhy91@korea.kr

국내 최초등록 농약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용 분석법 개발

『신물질 농약 분석법 보급』으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

◇  신물질 농약 페녹사설폰의 잔류분석법 활용 등 (정책
제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에 농산물 분석법으로 
등재

☞  신규 등록농약에 대한 신속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

우 수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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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  현장에서 빠르고 손쉽게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장균(군) 검출기술 개발

개발내용

-  신속하고 간편한 대장균(군) 검출방법 개발

•검사방법 : 시료채취 → 시약 첨가 → 배양기에서 12∼18시간 배양 → 확인

☞ 분석시간은 96시간 → 12∼18, 분석비용은 건당 20,000∼29,500원 절감

- 저렴하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대장균(군) 검출기 개발

•(기존) 고가의 장비 : 배양기, UV상자, 멸균기 → 대장균(검출기) 1대

☞ 장비비용 380만원 → 50만원으로 대폭 절감

결과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농식품 산업현장 및 급식소에 보급 시 약 1,944억원 비용 절감 예상

- 식중독사고 예방을 통하여 연간 약 2조 8,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 절감

- 국산 농축산식품의 안전성에 제고로 수입식품과의 차별성 확보

 국립농업과학원 유해생물팀 김세리  063-238-3395  seri81@korea.kr

정수알약첨가

결과 확인

배양(12-18시간)

시료채취+시약첨가

보리 바이러스병 병징

동시진단결과

농도별 검정한계 확인

『대장균(군) 검출기술 개발』로 농식품 안심하고 맘껏 즐긴다

◇  대장균(군) 검출기술 농식품 생산, 가공 및 급식현장 적용

-  새싹채소농장 4곳, 식품공장 1곳, 급식소 3곳 적용

☞  현장반응 :  저렴하고 쉬워서 현장에 적용하기에 좋은  

기술이다. 

☞  식중독사고 예방으로 연간 2조 8천억원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  농식품부 브리핑 (’17. 2. 15.) :  KBS, MBC 뉴스 등 68 매체에 보도

우 수 사 례

빠르고 간편한 
대장균(군) 검출기 개발

연구개요

-  국내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3종의 보리 보리누른모자이크병(BaYMV, BaMMV)

및 보리위축병(BYDV)를 동시에 진단하는 방법 개발

개발내용

- 보리 바이러스별 3종(BaYMV, BaMMV, BYDV) 동시진단 방법 개발

- 보리 바이러스 진단 특이 primer를 이용한 단독, 2종, 3종에 대한 진단법 확립

- 검출감도 0.05ng/㎕로 기존 항원항체법 대비 100배 민감

결과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포장에서의 복합 감염 맥류 바이러스병 이병주의 동시진단 가능으로 시간,  

노력의 절감

-  맥류 바이러스병의 신속, 조기진단 키트 개발 등으로 맥류 바이러스병의 종합 

관리체계 확립에 기여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 이봉춘  063-238-5342  leebc21@korea.kr

보리 바이러스병 3종 
동시진단기술 개발

『보리 바이러스병 동시진단방법 개발』로 바이러스병 탄탄 관리

◇  보리바이러스병 동시진단기술 적용하여 진단효율의 
획기적 증진 기존진단법(항원항체법) 대비 소요시간  
6배 ↓, 검출감도 100배↑

-  (특허출원) 보리바이러스병진단용 세트 및 이의 용도

☞  보리 바이러스병에 대한 신속, 조기진단 키트 개발로  

보리 바이러스병의 종합 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함

우 수 사 례

※ primer

특 정  유 전 자 에  대 하 여  

합성이 시작되는 상보적인 

짧은 유전자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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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  최근 ‘골드리치’ 등 농가에 보급된 국내육성 프리지아 품종에 바이러스 증상이 

만연하여 고품질 절화 생산을 위해 바이러스 무병주를 생산, 보급함

개발내용

-  국내육성 프리지아 품종의 생장점 배양 등 항바이러스처리를 통해 RT-PCR 검정 

수준에서 바이러스 무병묘가 얻어짐

-  무병구 유지 및 배양묘의 순화율을 높이기 위해 기내 구근화 하여 농가 보급 

예정(’17. 9.)

결과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바이러스 무독묘 생산 및 보급에 따른 고품질 국내육성 프리지아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외국 품종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수출증대

- 국내육성 품종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따른 국내육성 프리지아 보급률 향상

국내육성 프리지아 보급률 : (’16) 57% → (’19) 70% 예상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최윤정  063-238-6823  lillium@korea.kr

바이러스 무독묘 
순화 및 정식

RT-PCR 법을 이용한 
FreMV 검정

CA저장고

CA저장 사과의 
관능평가 결과

『바이러스 무병종구 생산기술개발』로 고품질 국산 프리지아 절화생산

◇  국내육성 프리지아 바이러스 무병종구 생산으로 
고품질 절화생산

-  프리지아 구근생산업체 기술이전예정

☞  고품질 절화 및 구근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및 수출 증대

우 수 사 례

국내육성 프리지아의 
바이러스 무독묘 생산 및 보급

연구개요

-  농가규모에서 이용 가능한 한국형 CA저장고 국산화 개발하여 고품질 상태로  

사과를 장기 저장

개발내용

- 저장고 기체환경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한국형 CA저장고 국산화

- 사과의 호흡을 지연시켜 고품질상태로 저장기간을 2배(최대 12개월) 연장

-  CA저장고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시켜 스마트폰을 이용 언제 어디서나 CA 

저장고의 작동상태 모니터링 및 제어하여 안심저장 기반마련

결과활용분야 / 파급효과

- 고품질 상태로 사과를 저장하여 저온저장고에 비해 1.7배 농가소득 증대

-  CA저장고 전부품 국산화로 신속한 AS기반 확립 및 외국산 CA저장고에 비해  

설치비용 70% 절감

- 전국의 6개 산업체에 기술이전 협약체결로 보급기반 확립에 기여

 국립농업과학원 수확후관리공학과 박석호  063-238-4123  shpark@korea.kr

한국형 
CA저장고 개발

『한국형 CA저장고 개발』로 농산물 저장기간 획기적 연장

◇  사과 저장 공간의 기밀유지와 공기환경(온습도, O2, 
CO2) 조절하여 저장기간 연장

-  실시료 77백만원, 7개 업체 기술이전

☞  출하시기 조절 및 고품질�장기저장 기술을 통한 농가

소득 창출

우 수 사 례

※ CA저장

공기중의 이산화탄소�산소

의 농도를 저장 품목에 맞게 

조절하여 장기 저장할 수 있

게 하는 저장법

※  RT-PCR법에 의한  

바이러스 검정

극미량의 핵산을 증폭시키는  

기술인 PCR법을 이용, 바이

러스 특이 서열을 증폭시켜 

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진단

프리지아 
기내 무병모구 증식



농업현장속의 농업기술 1716 2016 농업과학기술 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1615
연구개요

-  한국형 씨돼지 개발 및 보급 확대로 종돈 수입 대체율 향상

개발내용

-  국내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부계 종돈 ‘축진듀록’의 산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 축산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으로 보급방식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

-  육질이 우수한 재래돼지와 성장률이 뛰어난 듀록을 교배하여 만든 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 개발을 통해 흑돼지 수입 대체

☞  권역별 거점농가 육성 및 로컬매장 등과 연계한 브랜드 돈육시장 개척 :  

(’16)3농가 59두

결과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축진듀록 확대보급으로 년 300두 보급 시 기술가치는 385억원으로 추정(이암허브)

-  우리흑돈 상품화 및 농가 확대 보급으로 브랜드 생산농가 육성 추진 중

-  우리흑돈 농가 보급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9억원, 고용효과 16명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김용민  041-580-3454  silveraz@korea.kr

축진듀록 농가 보급

우리흑돈 개발 내용

축진듀록 년도별 
인공수정 합격률

안락사 장비

동물사체 처리장비

『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으로 종돈 수입 대체

◇  해외 흑돼지품종 버크셔를 대체하여 종돈 
수입 비용 절감

-  연간 흑돼지 종돈 수입의 30% 대체 시
(130두) 4억원/년 비용 절감

- 3개 농가 59두 분양(실시료 24백만원)

☞  해외 종축에 대한 로열티 절감 및 고품질 브랜드 돈육 생산

우 수 사 례

축진듀록 보급 및 
우리흑돈 개발

연구개요

-  인도적 안락사 및 친환경적 동물사체 처리기술에 대한 요구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표준모델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개발내용

- 세계최초 동물안락사 및 동물사체의 친환경적 처리�재활용 기술개발

•(안락사) N2 가스거품 활용 : 고통 없이 의식소실(마취) 유도 후 안락사 처리가능

거품 포집 기술 개발 거품생성 자동장비 개발고발포성 거품생성 
조성액 개발

발포액

N2

N2

N2

N2

질소가스포집 및 거품 발포

균질화 및 지속성 지닌 
질소 포집 거품 생성

질소가스 거품 유지

<질소가스거품 활용한 안락사 방법>

•(사체처리) 강알칼리(KOH), 가온�가압의 가수분해방식 동물사체 액상화

※ 액상화된 동물사체 활용 사료, 토양개량제, 공업용원료, 비누 등 재활용 처리

•기존 소각, 매몰방식이 아닌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순환형 방법 제공

동물투입 가수분해 멸균처리

Alkaline Hydrolysis System 액상화된 부산물

<동물사체 액상화처리 방법>

액상처리 처리 후 잔존물

결과활용분야 / 파급효과

- 국제적 인정받는 안락사 및 동물사체처리의 새로운 표준모델로 활용 

☞ 동물의 안락사 및 친환경적 처리수준 업그레이드(국제적 동물처리 선도국 선점)

- 기술가치평가액(국내) : 17억원, 경제적 파급효과(100억원, 고용효과 32명)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강석진  041-580-3409  hijin@korea.kr

동물의 인도적 안락사 및 
친환경적 동물사체 액상화 처리기술 개발

『동물복지에 근거한 가축처리방법 제시』로 동물방역체계 개선

◇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가축의  
안락사 처리 기준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매뉴얼 반영, 돼지 7천두,  
가금류 8만수 처리지원

◇  동물사체처리장비 보급 : 지자체 4대, 축산농가 987대

우 수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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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연구개요

-  축산냄새 억제사료, 돈사내부 냄새저감, 돈사냄새 확산을 방지기술을 종합한  

기술 개발

개발내용

-  돼지사료에 미생물 배양액�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분말을 혼합 급여하여 냄새를 

줄이는 사료 개발

-  액비 재순환 시스템을 이용한 돈사 내부의 환경개선체

•잘 발효된 액비를 돈사내부에 다시 투입하여 분뇨의 혐기발효 억제

•돈사피트의 슬러리에 냄새의 생성을 줄이는 광합성균 살포

결과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돼지사료 첨가제를 이용하여 분뇨에서 발생하는 냄새 18% 감소

-  발효액비 재순환시스템, 광합성균 살포로 축산냄새 저감에 원천적인 해결책 제시

- 바이오필터를 설치하여 암모니아 농도 99% 감소로 축산냄새 민원해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조성백  063-238-7412  csb652@korea.kr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펠렛

발효액비재순환 흐름

바이오필터 시설

바실러스균
음용수 급수온도

체중 및 증체량

폐사율

『축산냄새 저감기술 패키지화』로 양돈장 냄새 저감

◇  축산냄새 저감으로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

-  냄새억제사료, 액비재순환, 바이오필터로  
양돈장 냄새 저감

☞  충남 소재 비전농장을 축산냄새 저감 모델로 지정

우 수 사 례

양돈장 냄새저감 
패키지화 기술 개발 및 보급

연구개요

-  혹서기 닭의 폐사 저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육계사 환경개선 및 고온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공조 및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개발

개발내용

- 냉음용수 급수 및 냉난방공조 시스템 개발

- 실시간 음용수 온도 및 환경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사육시설 및 사양을 고려한 시스템 제작 및 최적 운용기술 개발

FCU FCU

냉온풍 냉온풍

음용수급수니플

음용수탱크

측열조

히트펌프

<냉난방 공조 및 냉온음용수 병행시스템>

결과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체중(4주령) 증가 : 관행대비 359g 증가(관행 1,164g/수 → 시험구 1,523g/수)

- 스트레스 저감 : 건강지수(알부민) 9.5% 향상, 스트레스지수(AST) 3.1% 감소

- 수익 증대 : 관행 대비 년간 7,760천원/1,000㎡ 수익 향상 

 국립농업과학원 에너지환경공학과 백이  063-238-4087  paekyee@korea.kr

육계사 냉음용수 급수에 따른 
혹서기 닭 폐사 저감효과

『혹서기 냉음용수 급수 및 공조 시스템 
활용』으로 폐사 84% 저감

◇  혹서기 냉음용수 급수 및 공조를 통한  
고온스트레스 저감

-  실시료 12백만원 기술이전, 영농기술,  
정책자료 제공

☞  혹서기 냉음용수 급수를 통하여 폐사 저감 및 생산성 향상

우 수 사 례

※  혐기발효

효모나 세균 따위의 미생물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

물을 분해하는 작용

※ 바이오필터(biofilter)

효소나 미생물을 이용하여 

독물이나 악취 물질을 제거

하는 여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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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구개요

-  양질의 사일리지 제조 및 보존성 증가를 위한 곰팡이 억제능력이 우수한 토종 

젖산균 첨가제 개발 및 현장 적용기술 개발

개발내용

-  국내 최초 토종 고품질 사일리지용 젖산균 개발 

•(기존) 젖산균 생산능력 우수 → (개선) 젖산균 생성능력 + 곰팡이 억제능력 우수

※ 토양 등 이물질 혼입 및 개봉 시 2차 발효에 의한 사일리지 곰팡이 억제 효과 탁월 

-  고품질 사일리지용 젖산균 첨가제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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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가능)

결과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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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첨가제 사용으로 수입대체 효과 : 22억원/년 

※  유통 사일리지 저장성 향상으로 인한 경종 vs. 축산농가의 불신해소 및 품질향상 기여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최기춘  041-580-6752  choiwh@korea.kr

사업화, 탑사일리지제품

현장기술 적용

사일리지 곰팡이 발생

공동컨설팅(토론식)

개별컨설팅(맞춤식)

현장컨설팅(심층식)

곰팡이 억제 토종 젖산균 이용 
사일리지 품질·저장성 향상 및 산업화

사업개요

-  수출 현장수요 반영 맞춤형 컨설팅�교육으로 수출경영체 애로해결 지원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농식품부(총괄조정) + 농진청(주관) + 검역본부 + 농관원 + aT + 농협

사업내용

-  농식품 수출애로 종합해결을 위한 기관합동 「찾아가는 수출현장 컨설팅」추진 

(現 32회, 1,389 수출경영체 지원)

- 딸기 등 15품목에 대한 컨설팅 추진(식량 3, 채소 17, 과수 11, 화훼 1)

재배, 병해충, 수확 후 관리, 안전성, 검역, 마케팅 등 수출 全과정 지원

결과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정보)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속한 수출정보 개방 및 현장 확산

농사로(農事路), 농수산식품수출 Zoom In, 자료발간 등

- (애로해결)  수출 全과정에 대한 기능별�단계별 현장 수출문제의 맞춤형  

One-Stop 해결

 기술협력국 수출농업지원과 한유경  063-238-0684  kala74@korea.kr

기관합동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으로 
현장 애로사항 해결

수출농산물 안전성 애로해결 및 기술정보 확산

◇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련 정보제공·맞춤형 교육·
컨설팅 추진으로 애로해결

-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 주요 국가별 안전성 
위반정보 등 제공

-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작용기호에 대한 안내로 
약제과다 및 중복사용 방지

☞  농가에서 대부분 농약 상표명만 다르면 다른 농약 

으로 인식

*  일본�대만 위반사례 발생건수 : (’13) 8 →(’14) 25 →(’15) 47 →(’16) 20건

우 수 사 례

젖산균의 팡이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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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  수출 가능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화작목을 발굴하고 수출  

전과정에 대한 절차와 제도에 대한 매뉴얼 개발 및 개발된 수출 매뉴얼을 이용한 

시범 수출

개발내용

-  지역특화농산물 수출 매뉴얼 : 책자 배부 6품목, 파일배부 3품목

•단계별 매뉴얼 : 기본 요건, 절차 및 소요과정, 생산관리 사항, 상품화 등

•수출관련 자료 : 관련 서식 및 체크 포인트, 단계별 업무 서식

매뉴얼 9종 : 베트남(느타리버섯, 심비디움), 일본(아스파라거스, 참다래), 미국(밤) 등

-  심비디움 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베트남 수출 시장 개척

결과활용분야 / 파급효과

-  지역특화농산물의 수출매뉴얼을 이용한 수출 증대

-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심비디움 수출 포장재로 공통 사용 가능

- 심비디움 수출선 다변화로 국내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

 기술협력국 농산업경영과 하두종  063-238-1211  workman@korea.kr

수출용 심비디움 
포장재 제작

심비디움 베트남 시범 수출

지역특화농산물 
수출 메뉴얼

교육농장 전경

비닐멀칭 작업

영농 기술 교육

지역특화농산물 수출 매뉴얼 작성 및 
심비디움 수출시장 개척

사업개요

-  가난한 초등학교 인근 유휴부지를 교육 농장으로 조성해 정기적인 농업교육 

으로 후계 영농 인력을 양성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학생에게 분배하여 기아 해결에 

기여

사업내용

-  학교인근 유휴부지에 교육농장을 조성하고, 주요 작물에 대한 재배기술 교육  

실시(연간 20회)

기술교육 : 퇴비 및 우량종자 사용 효과, 토종닭 사육법 등

영농실습 : 파종, 멀칭, 비료주기, 수확 등 주요작물 재배

• 옥수수, 양배추, 콩, 감자, 토마토, 양파 등 교육농장에서 수확된 작물은 각 가정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분배 

* 6개 주요 작물 12,862 kg 생산하여 분배함(’15)

결과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최신 농업 기술 전수를 통한 후계 영농인력 양성

- 영농 교육을 통한 농가 생산성 증대, 지역 사회로의 파급

- 실습 농장에서 수확된 농산물을 통한 학생 가정의 기아 해결

 기술협력국 국외농업기술과 이병모  063-238-1167  leebm@korea.kr

KOPIA 케냐 센터 스쿨팜 
조성·운영을 통한 후계영농 인력 양성

『스쿨팜』 운영을 통한 케냐 후계영농 인력 양성

◇  학교 교육농장을 조성하여 현대농업기술 조기 
교육 및 영농실습

-  학교 유휴부지 2ha 개간하여 교육농장  
조성, 영농기술교육(20회), 수확물(6개 작
물 12.8톤 생산) 학생들에게 분배, 교육농장  
견학지로 활용

☞  학교 교육농장을 활용한 농업기술 ODA 모델 

개발

우 수 사 례

20-79

※ KOPIA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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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농가에 사료용 옥수수 재배기술과 열대지역에 적합한 육계 사양관리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고, 판매수익의 일부를 활용하여 마을 자립기반을 

확보

사업내용

-  (사료용 옥수수 재배) 우수품종, 재배기술 보급 및 현장 옥수수 재배 지도 강화 등

- (병아리 폐사율 감소) 백신 적기 투여, 계사 청결 유지 및 수시 적정기술 교육 등  

- (육계 사육기간 단축) 비타민, EM 투여 등 생장 건실 유도 및 핵심기술 집중 교육

- (마을 자립기반 조성)  영농조합 결성, 노후양계사 보수지원 및 시범마을별 자조금 

조성

결과활용현황 / 파급효과

-  옥수수 생산성 향상, 소득 증대 및 사료비 절감(23% 절감)

-  병아리 폐사율 감소, 사육기간 단축, 공동구매�출하로 소득창출 

폐사율 감소(’16) : 20% →  4.4, 사육기간 단축(’16) : 106일 → 73

-  시범마을 사업 참여농가 및 기술지원 확대 : (’15) 3마을, 70농가 → (’16) 5, 139

 기술협력국 국외농업기술과 채원병  063-238-1164  chaeddang@korea.kr

병아리 입식 및 사양

병아리 사육법 교육

사료용 옥수수 재배

『KOPIA 캄보디아 육계 시범마을 조성』으로 농가소득 향상

◇  옥수수, 싸래기 이용 사료비 절감(23%↓) 및  
육추틀 개선, 사육환경 개선, 백신투여로 폐사율 
감소(20% → 4.4) 및 사육기간 단축(106일 → 
73일) 

-  참여농가 5개마을 139농가, 소득창출 : (조수익) 
$133,925, (순수익) $19,207, 마을 자조금 조성
(’16) : $74,138

☞  사료용 옥수수재배기술, 육계생산 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및 마을자립 

기반 확보

우 수 사 례

KOPIA 캄보디아 센터 
양계시범마을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 KOPIA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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