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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재료, 로즈마리

미세먼지 제거에 우수한 
실내식물

스마트 그린힐링 오피스
정책제안

로즈마리 향이 심박수에 
미치는 영향

02
연구개요

-  사무실 등 생활공간에 식물을 도입하여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식물 향에 

대해 인간 뇌활성과 감성에 미치는 효과분석 및 미세먼지 정화 효과 구명

개발내용

- 식물의 향이 인간의 감성과 생리에 미치는 과학적 분석

•허브식물(로즈마리, 라벤더)이 농축 정유액보다 안정감 15% 향상

•긴장감, 스트레스 없이 이완효과 증가, 쾌적감, 자연감, 편안함을 증대시킴

- 실내식물의 실내오염물질(미세먼지) 제거능력 우수 

• ‘수염틸란드시아’가 가장 우수하고 아이비, 네프로네피스, 스킨답서스, 넉줄고사리 

순이었음

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스마트 그린힐링 오피스 제안 :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오피스에 

근무자의 건강증진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식물을 도입하도록 행자부에 

정책 제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063-238-6930  kwangjin@korea.kr

식물의 감성 및 정화 효과를 활용한
「스마트 그린힐링 오피스」

『그린힐링오피스 보급 및 확산 워크숍』 성황리 개최

◇  기존 스마트오피스에 ‘그린힐링’ 개념 도입 및 추진 
정보공유

-  행자부 주관 하에 추진 중인 정부 스마트오피스에 
근무자의 복지와 사무효율 증진을 위한 심신 힐링 
식물의 도입 : 공간부피 대비 2%

☞  스마트 그린힐링 오피스와 헬스케어 식물 도입(5인 

이상 사무실 20% 조성) 시 경제적 효과 5조 1,685억원/년, 일자리창출 1,400명

우 수 사 례

연구개요

-  단옥수수 수입대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고당도 단옥수수 ‘고당옥’ 개발�보급

개발내용

- 천연당 함량이 높고 재배안정성이 우수한 단옥수수 ‘고당옥’ 개발

✽고당도(24.3°Bx), 식미우수, 生食가능, 가공이용성 향상, 쓰러짐에 강함

 - 생육일수(86일)가 짧아 양파, 마늘 등 다른 작물과 작부체계 운영 용이

 - 단옥수수 수입대체를 위한 ‘고당옥’ 현장실증 및 일괄생산시스템 구축

✽(농업인) 풋옥수수 및 종자 생산 - (농협) 종자 가공�유통 - (산업체) 제품 생산�유통

고당옥 일괄생산체계

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수입대체) 단옥수수 수입대체를 통한 국내 단옥수수 시장의 해외 의존도 완화

- (산업활성화) 신형질 단옥수수 개발�보급을 통한 관련 산업 확대 및 활성화

- (종자수출기반) ‘고당옥’ 종자 수출 기반 마련을 통한 해외 시장 수출효과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 이진석  031-695-4043  z9813139@korea.kr

고당옥 식물체

고당옥 선호도

고당옥 이삭

『단옥수수 ‘고당옥’ 개발·보급』으로 수입대체 및 농가소득향상

◇  ‘고당옥’ 재배시 찰옥수수 대비 44%, 벼 대비 100% 
농가소득 증대

- 수익성 :  고당옥 130만원/10a, 찰옥수수 90만원/10a, 
벼 65만원/10a

☞ 찰옥수수 시장 10% 점유 시 170억 시장 창출 가능

☞ 전국 벼 재배면적 1% 대체시 520억 부가가치 창출

◇ 일괄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입 단옥수수 대체 효과 : 436억원

✽식가공용 단옥수수 37백만불(429억원), 종자용 단옥수수 598천불(약 7억원)

우 수 사 례

01당도가 높고 생식이 가능한
단옥수수‘고당옥’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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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눈큰흑찰

압 강하 효과

지방간 억제 효능

눈큰흑찰 선식

연구개요

-  거대쌀눈 쌀인 눈큰흑찰을 이용하여 비만과 만성질환에 대한 대사이상 및 방어

기작 구명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개발내용

- 눈큰흑찰 현미 추출물은 세포의 중성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 확인

- 간기능 개선효과와 지방간 억제 효능을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

-  대사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한 실험에서도 체중, 허리둘레, 고혈압 등에서 효과 

확인

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눈큰흑찰 쌀은 거대쌀눈쌀로 영양과 기능성이 우수하여 건강식품으로 활용이 

가능

- 눈큰흑찰의 항산화 활성과 지질 과산화 억제 활성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

- 쌀의 가장 큰 장점인 지속적으로 밥으로 복용이 가능하여 쌀소비 촉진 유도

 국립식량과학원 논이용작물과 한상익  055-350-1217  han0si@korea.kr

눈큰흑찰 쌀의 
성인병 예방효과 구명

『인체복용을 통한 눈큰흑찰의 대사증후군 예방 효과』 구명

◇  눈큰흑찰 현미를 가공한 대사증후군 예방용 선식 
개발과 임상효능 확인

-  눈큰흑찰 특허 산업체 기술이전 9건, 실시료 
37,932천원

☞  특수미 이용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과 쌀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우 수 사 례

체중감소 효과

03
연구개요

-  피로개선 효과가 우수한 숙성마늘 제조방법 확립 및 건강식품 소재화 

개발내용

- 숙성마늘 제조방법 확립

•온도 : 60℃, 습도 : 90%, 숙성기간 : 15일 이상

- 동물실험을 통한 피로개선 효과 규명: 생마늘의 2배

•근육 피로개선 촉진 40%↑, 근손상 회복효과 50%↑, 운동수행능력 향상 65%↑

☞ 저온숙성마늘 섭취 권장량 : 2.5~3쪽/1일

- 건강식품 소재 개발 : 엑기스 및 추출분말

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피로개선 효과가 우수한 숙성마늘 제조방법은 흑마늘 가공업체 기술적용 가능

-  숙성마늘의 건강식품 소재화 및 신 브랜드 창출에 따른 농산업 활성화 및 부가

가치 증대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식품과 황인국  063-238-3672  ighwang79@korea.kr

피로개선효과

근손상 회복효과

운동수행능력 향상

『숙성마늘의 피로개선 효과 규명』을 통한 과학적 근거자료 확보

◇  동물모델 실험을 통한 숙성마늘의 피로개선 효과 규명 
: 생마늘 대비 2배 효과

- 논문게재 3건, 특허출원 1건, 학술발표 4건, 홍보 1건

☞  숙성마늘의 피로개선 효과 규명 및 소재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우 수 사 례

피로개선 기능성
저온숙성마늘 식품 소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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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연구개요

-  김치의 고춧가루가 탁월한 항암 유산균인 “바이셀라 사이바리아(Weissella 

cibaria)”의 발생을 결정한다는 사실 최초 확인

개발내용

-  고춧가루가 들어 있는 김치에서는 바이셀라 사이바리아의 개체수가 부피

(1㎖) 당 약 2,000만 개가 확인되었으나 고춧가루가 들어 있지 않은 김치에서는 

미검출

-  따라서 항암 및 면역증진 효과가 큰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는 고춧가루를 넣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저온 발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제품 생산) 김치 유산균이 건강개선 제품으로써 세계시장 진입 전기 마련

- (산업 활성화)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개발 원천 기술 제공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체과 박동석  063-238-4517  dspark@korea.kr

항암·면역 효과 있는
김치 유산균 ‘고춧가루’가 좌우

『김치 내 고춧가루가 항암 증진 및 비만 억제에 효과 우수한 유산균 발생과』
의 상관관계 최초 구명

◇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가 암 및 비만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특정 유산균(바이셀라)을 대량 증식
함을 밝힘

-  Nature 자매지 “Scientific reports” 논문게재(상위 
10% 국제 학술지 게재)

-  유전체 빅 데이터를 이용한 신속한 종(種) 및 개체 
특이 유전자 발굴 원천 기술 개발 및 활용 사례 홍보

우 수 사 례

05
연구개요

-  쌀의 새로운 용도개발을 위하여 특수미의 유용성분을 탐색하고, 쌀 저항전분�

변성전분 함유 고기능성 식품 개발 

개발내용

- 쌀국수 압출면 제조시 도담쌀 함량에 따라 건면 저항전분 2% 함유 

-  건식분쇄가 습식분쇄에 비해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고, 전분분해에 생성되는 

당 함량 낮음

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기능성 쌀 소비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쌀 재배농가 소득 증대

- 특허출원 : 환형아밀로스(’16.7), 쌀과자(’16.11), 쌀국수(’16.11) 등

 국립식량과학원 수확후이용과 박지영  031-695-0622  pjy2812@korea.kr

‘도담쌀’이용 기능성 쌀과자 제조 기술이전 및 원료 생산 계약재배 추진(’17)

◇  저항전분 고함유 도담쌀 원료곡 생산 계약재배를 
통한 가공산업 활성화 도모

- 협약기관 :  식량원 수확후이용과-익산센터-(주)깊은
숲속 행복한식품-고은영농조합

✽식량원 :  종자공급�품질관리기술지원 및 쌀, 가공제품 

기능성 성분 분석 지원

☞  중앙-지방-산업체 협력을 통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상생모델, 제품개발 및 수출추진

우 수 사 례

저항전분 고함유 도담쌀 이용
다이어트 쌀국수 등 기능성식품 개발 연구

혈당감소 효과, 도담, 
일미(대조)

저항전분 고함유 쌀국수

저항전분 고함유 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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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CT의 골소주

인삼의 골밀도 증가

제프라피쉬에서의 
인삼사포닌 연골형성효과

제브라피쉬의 
Alizarin Red staining

연구개요

- 인삼의 골다공증, 골관절질환의 유발 억제와 관련된 뼈건강 개선 효과를 구명

개발내용

- 인삼의 골다공증 개선 효과 구명(동물실험)

✽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밀접한 알칼라인 포스파타제, 콜라겐, 오스테오칼신 등이 유의

하게 증가

- 인삼의 인체적용시험(그룹당 30명, 12주간 인체적용) 결과

✽ 인삼(3g/일) 복용군의 뼈형성인자인 오스테오칼신 증가（4.5 ng/mL）： 

위약군 （0.38 ng/mL） 12배▲

✽ 인삼(3g/일) 복용군의 뼈강도관련 칼슘　증가（0.18 mg/dL）： 

위약군 （0.05 mg/dL） 3.6배▲

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인삼의 과학적 연구 결과의 대국민 홍보를 통한 소비시장 확대

- 특허 출원 및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한 제품 출시로 국내 인삼산업 활성화

- 인삼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결과 확보를 통한 수출 지원 강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이용팀 박춘근  043-871-5761  pcg@korea.kr

인삼을 이용한
뼈건강개선 효과 구명

골다공증, 골관절질환 개선을 위한 뼈건강 개선에 우수한 인삼

◇ 인삼의 골다공증 개선 건강기능식품 원료 소재 개발

-  반건강인을 대상으로 12주간 30명씩 그룹 인체적용
시험을 진행

-  오스테오칼신(골아세포의 활성)과 칼슘이 인삼복용군
에서 증가

☞  개별형,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원료 인정 추진을 통한 인삼

산업 확대 

우 수 사 례

07
연구개요

-  콩을 이용하여 다이어트에 뛰어난 효능을 지닌 천연 공액리놀레산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체중 감소 효과를 검정  

개발내용

- 콩을 버섯 발효하여 CLA 및 식이 이소플라본 고함유 콩 발효물 제조기술 확립

-  콩을 이용한 공액리놀레산, 가바 및 식이 이소플라본 동시 증진 유산 발효기술 

확립

- 고지방 식이동물 시험 : 체중감소 29%, 혈중 콜레스테롤 24% 개선 효과 확인

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안전하고 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난 천연 공액리놀레산 함유 콩 발효식품 제품화 

가능

- 새로운 형태의 콩 가공식품 개발로 국내 콩 소비 및 콩 가공식품 시장 확대 기대 

- 콩 이용 공액리놀레산 생산에 관한 원천기술 확보 및 국가경쟁력 강화

 국립식량과학원 수확후이용과 이병원  031-695-0625  bwlee@korea.kr

체중 감소 효과

간 지방 축적 억제 효과

CLA 함유 콩 발효 제품

『콩으로 CLA 생산』으로 안전하고 뛰어난 다이어트 콩식품 개발

◇  콩으로 만든 CLA, 체중감소 효과 밝히고 다이어트 
시장 진출

- 기술이전 2건, 2개업체, 실시료 4,536천원

☞ 콩 이용 CLA 함유 다이어트 기능성 콩 발효식품 개발

우 수 사 례

콩 CLA 함유 발효물의
체지방 감소 효과 검정 및 제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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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거저리(고소애) 요리책자

고소애 이용 메뉴

식용곤충조리교실

연구개요

-   새로운 식품원료인 갈색거저리(고소애)의 다양한 유형의 식품으로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리법 및 다양한 제형의 식품개발

개발내용

- 갈색거저리 함유 다양한 레시피 개발로 식품소재 가치 증대

•갈색거저리 함유 제과제빵, 환자식 메뉴 개발 및 책자 발간 

- 갈색거저리(고소애) 및 흰점박이꽃무지(꽃벵이)를 이용한 메뉴 개발

•고소애, 꽃벵이 : 한식 및 음료 51종, 양식 35종, 중식 4종 등 110종

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식용곤충을 원료로 다양한 메뉴개발을 통해 곤충이 맛있는 먹거리라는 인식의 

전환

- 메뉴개발 책자를 통해 요리전문가의 곤충 요리에 대한 관심 유도 가능

- 이더블 등 8업체에 기술이전(이전료 69,667천원) 및 Nutrients저널에 투고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김미애  063-238-2977  kimma@korea.kr

갈색거저리 조리법 및
다양한 제형의 제품 개발

『갈색거저리 다양한 조리법 개발 및 제품 개발』로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전환 
및 소비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  식용곤충 갈색거저리의 다양한 메뉴 개발로 각종 행사 
및 시식회 관련 홍보 및 캐릭터 개발 등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을 통한 기술이전  

-  산업재산권 출원 21건, 등록 11건, 유상기술이전 8건 
69,667천원

☞  홍보 : “맛있고, 영양가 높은 애벌레 맛보세요” 등 502건

(2291.3점)

우 수 사 례

09
연구개요

-  딱딱한 견사선*이 함유된 숙잠(5령7일, 익은 누에)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알코올성 질환 및 숙취 예방에 우수한 효과 구명 

개발내용

-  숙잠을 섭취가 가능하도록 농가에서 100℃ 수증기로 130분동안 쪄서 동결건조

하는 익힌 숙잠 생산기술의 개발 보급

- 동물시험 결과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인한 지방간, 간경화, 고지혈증 및 위염을 예방

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익힌 숙잠의 용도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로 기존 양잠산물(5령3일 건조누에) 

대비 2배 내외의 농가 소득증대

- 알코올성 질환 및 숙취의 효율적 예방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사회적비용 감소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지상덕  063-238-2849  sdji11@korea.kr

『익힌 숙잠 생산기술』로 새로운 양잠산물 창출

◇  세계 최초 익힌 숙잠 생산기술 개발 및 알코올성 질환 
예방효과에 구명으로 활용도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

-  특허출원�등록 5건, 기술이전 실시료 3,391천원, 
영농기술정보 제공 2건 대외홍보(KBS 등)

☞  새로운 양잠산물의 농가보급으로 양잠산업 기반 확대 

국민건강 증대

우 수 사 례

익힌 숙잠 생산기술 개발 및
알코올성 질환 예방효과 구명

알코올 투여로 발생한 
지방간 및 위염

익힌 숙잠투여로 경감된 
지방간 및 위염

*
견사선 :  숙잠의 체내에 함유된 실크성분의 최고급 단백질 영양원이지만, 건조되면 매우 딱딱해져 섭취가 불가능한 

특징이 있음



생할속의 농업기술 1514 2016 농업과학기술 개발사 주요연구성과

12

애기뿔소똥구리

만성장염유발 생쥐 생존율

대장상피세포 성장 촉진

언론홍보

연구개요

-  곤충 면역반응의 일환으로 분비되는 항균 펩타이드를 이용하여 염증질환 치료제를 

개발하여 곤충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전문의약품 개발의 발판을 마련함 

개발내용

- 애기뿔소똥구리 면역반응의 일환으로 분비되는 코프리신 항균 펩타이드 분리

- 만성염증 시 나타나는 부종, 점막구조 파괴 등도 70% 이상 회복됨

-  만성장염의 경우 장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코프리신을 투여한 

생쥐에서는 장의 길이가 90% 이상 정상적으로 회복됨

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치료제는 아직 없으며, 현재 진행되는 치료들은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그치고 있음 

- 전문 의약품으로 개발시 기존 항염증성 스테로이드 약물과 면역억제제 대체기능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황재삼  063-238-2974  hwangjs@korea.kr

코프리신 항균 펩타이드 이용
염증성 장 질환 치료 효능

『염증성 장질환 치료 후보물질 개발』로 의약품 개발 청신호

◇  세계 최초 부작용이 없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 후보
물질 개발로 곤충의 신가치 창출 

-  특허등록 3건, 세계적 학술지 게재(JBC), 대외홍보
(KBS등) 

☞  전문 의약품으로 개발시 기존 항염증성 스테로이드 

약물과 면역억제제 대체 가능

우 수 사 례

11
연구개요

-  왕지네 면역반응의 일환으로 분비되는 항균 및 항진균 활성이 탁월한 물질인 

스콜로펜드라신 Ⅰ을 분리하여, 아토피 증상 완화용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함 

개발내용

- 왕지네 면역반응의 일환으로 분비되는 항균 및 항진균 활성이 탁월한 물질 분리

-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 기존 증상완화제 대비 15~42% 우수

-  화장품 및 제약 관련 산업체 등에 기술이전 되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제품 

상용화함

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아토피 증상완화 뿐만 아니라 여드름 등 다양한 피부 염증질환 치료제 등에 적용 

가능

- 화장품 및 의약품 관련 산업 발전

- 아토피 치유를 위한 화장품 등 치료제 시장의 1% 점유시 7000억 시장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황재삼  063-238-2974  hwangjs@korea.kr

왕지네

항균활성

히스타민 억제 효능

언론홍보

『아토피 증상 완화용 기능성 화장품 개발』로 의약품 개발 청신호

◇  세계 최초 부작용이 없는 아토피 증상 완화용 기능성 
화장품 개발로 곤충의 신가치 창출 

-  특허등록 2건, 기술이전 실시료 1억7천 8백만원, 
대외홍보(연합뉴스) 

☞  아토피 증상완화용 기능성 화장품 개발은 국외 시장 

진입시 수입 대체 효과 및 앞선 기술 보유라는 국익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우 수 사 례

왕지네 유래 아토피 증상
완화용 기능성 화장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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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  국내 최초로 반려견을 위한 간편 영양균형 수제사료 키트를 개발하여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주식을 만들 수 있도록 상품화

개발내용

- 영양 불균형 걱정 없이 직접 건강한 주식 사료 제조 : 홈 베이킹 믹스 형태

-  식감이 부드럽고, 영양 균형은 잡히면서 기존 건사료 대비 열량은 1/2로 줄여 노령

견의 주식으로도 탁월

-  혈중 간수치(ALP)가 높은 노령견에게 12주간 급여한 결과, 간수치가 33% 정도 

낮아지는 효과 확인

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반려견용 간편 수제사료 개발을 통한 다양한 소비자 수요 대응

- 간편 영양균형 가정식 제조 기술을 이용한 개체 맞춤형 사료 개발 기반 확립

- 반려동물 사료와 생활문화를 접목하여 문화산업으로 국민적 인식 전환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소경민  063-238-7456  ls2273@korea.kr

반려견을 위한 간편
영양균형 가정식 개발

『국내 최초 반려견용 간편식 개발』로 반려동물 사료 시장 다변화

◇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홈 베이킹 믹스 형태의 간편식 
키트 개발

- 기술 실시료 7,695천원, 2개 업체 기술이전

☞  간편 영양균형 가정식 제조 기술 보급으로 체험형 사료 시장 

창출

우 수 사 례

수제사료 만들기 동영상

사료원료 선정

원료 혼합 및

1차반죽

반죽 찌고,

식히기

사료 성형하기

사료 썰기

사료 완성

2차 반죽
- 열에 약한 원료 

투입가능

간편 영양균형 가정식 
제조 기술 개발

13
연구개요

-  맛과 향은 순하고 물에 쉽게 용해되며, 항산화 효과는 유지되고 피부상재균에 

항균효과가 있는 수용성 프로폴리스의 개발 

개발내용

-  프로폴리스 추출물과 꿀을 이용하여 꿀과 프로폴리스가 분리되지 않는 배합비와 

건강기능식품을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을 찾는 것이 주요 기술임

-  수용성 프로폴리스는 항산화 효과 등은 유지하며, 피부상재균에 대한 항균효과 

확인

- 물에 용해될 때 엉킴 현상이 없고, 맛과 향이 순화되어 먹기 편함

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수용성 프로폴리스의 개발로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상품화가 가능하여졌음 

- 창업을 하기 위하여 수용성 프로폴리스 제조기술을 이전받길 원하는 업체 증가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우순옥  063-238-2898  wooso1@korea.kr

『수용성 프로폴리스 개발』로 양봉산물의 소비 증대 효과

◇  꿀을 이용한 수용성 프로폴리스 개발로 양봉산물 시장 
확대

- 실시료 10백만원, 6개업체 9건 기술이전

☞ 꿀 및 프로폴리스 소비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

우 수 사 례

수용성 
프로폴리스 개발

물
혼
합

섭취가 편리한 수용성 
프로폴리스

수용성 프로폴리스의
S. aureus 에 대한 항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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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구개요

-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 치유관광프로그램 개발 체계 및 진행 요령에 대한 

현장 적용

개발내용

- 농촌치유자원 선정(29항목) : 맑은 물과 공기, 마을숲, 전통주택, 돌담 등

- 농촌치유관광프로그램 유형분류 : 심신치유, 인성치유, 음식치유프로그램 

- 농촌 치유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적용 

•마을 숲에서의 명상과 휴식, 약선요리 치유프로그램 등(영암, 1박2일) 

•전통마을에서의 쉼과 마음챙김을 배우는 치유프로그램 등(예천, 당일)

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농촌환경, 농촌다움, 전통경관 등을 치유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농촌관광 활성화 

및 소득화 기대

-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프로그램 개발로 농촌관광의 질적 향상 추구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손호기  063-238-2640  hoho9267@korea.kr

농촌관광마을
치유관광프로그램 개발

『농촌치유관광프로그램 개발 현장 적용』으로 농촌관광 활기

◇  전남 영암 전댓들권역 선애마을에서의 “마을숲
(모산)에서의 명상과 휴식, 치유텃밭에서의 먹거리를 
통한 심신재생 프로그램” 시범 적용

☞  농촌환경, 농촌다움, 전통경관 등을 치유관광자원

으로 발굴�개발하여 농촌치유관광 가능성 향상

우 수 사 례

향기봉 만들기(광목, 편백/
목련열매/솔방울 등 마을에서 

생산되는 소재 활용

자가진단(설문)

15
연구개요

-  농가형 와이너리 품질 분석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판와인의 품질을 모니터링

하고 향미가 개선된 아로니아 와인 및 와인코팅 과자를 개발�상품화 

개발내용

- 와인제조공정과 품질과의 상관관계 분석으로 제조공정 매뉴얼 제작 활용

- 향미가 개선된 아로니아 와인 및 옥랑 로제 와인 개발

•아로니아 풀냄새 감소 및 안토시아닌 함량 3.9배 증가 와인개발 

•신품종 포도 ‘옥랑’로제 제조방법 개발 : 18℃ 발효 3일차 압착하여 잔당발효 

- 체험용 와인 쌀과자 및 와인 젤리 개발

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특허출원 3건(감와인, 아로니아 와인, 팽화과자) 및 기술이전 10건(와인코리아 등)

- 영농기술정보 2건 : 아로니아와 캠벨얼리 혼합와인, 와인젤리 등

 충북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윤향식  043-220-5871  aroma67@korea.kr

『와인 및 와인코팅 쌀과자 특허 기술이전 및 현장 실용화

◇  향미가 개선된 아로니아 와인 및 와인 코팅 쌀과자 
기술이전

- 농가형 와이너리 및 식품업체에 기술이전 상품화됨

☞  기술사용료 : 6,480천원 

경제적 효과 국내 와인시장 규모 4,600억원 0.5% 대체 : 

23억원

우 수 사 례

농가형 와이너리 와인
품질 향상 및 체험·관광용 상품 개발

아로니아와인

신품종 옥랑로제와인

와인코팅 팽화과자

와인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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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구개요

-  종가의 가문 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음식을 발굴하고 조리법을 재현하여 데이터

베이스 구축, 책자 발간으로 종가음식 체계화 

개발내용

- 종가음식 발굴 : 전국 140가문 2,200종 음식(조리법 재현 184종)

- 발굴 음식 DB 구축 : 89가문 257종 음식(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 「종가음식 100선」자료 발간 : 60가문 100종 음식 수록

활용가능분야 / 파급효과

-  종가음식관광 모델 시범마을 운영 : 신기술시범사업(안성 등 8개 시군, ’17)

- 스토리텔링을 포함한 종가음식 발굴로 한국 식문화 컨텐츠 유형 확립

- 궁중음식, 향토음식, 반가음식의 원형을 밝히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국립농업과학원 가공이용과 김영  063-238-3574  kimyoung@korea.kr

종가음식 국민체감 홍보 강화

◇  계절성, 편의성을 고려 지속적 홍보 : 10회 148건(16, 
2~11월)

-  ‘외상문채 등 동춘당 종가음식, 입맛 잃은 봄에 제격’, 
이투데이(2016.3.15.)

☞ 발굴한 종가음식을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매체 활용

우 수 사 례

종가음식 발굴 및
자원화 방안

지역별 종가명가 현장 조사

종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동춘당조리서

발굴음식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종가음식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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