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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자·소비자를 위한 작물별
다양한 신품종 육성

5생산자·소비자를 위한 작물별 다양한 신품종 육성

세계적 수준의 밥맛과 병해에 잘 견디는 우량품종 : 5품종

● 조안 : 조생, 소득작물 후작용, 단기성, 수량 444kg/10a
● 상옥 : 중생, 복합내병성, 수량 516kg/10a
● 삼광 : 중만생, 이모작 및 만식적응, 수량 569kg/10a
● 호평 : 중만생, 흰잎마름병 강, 수량 513kg/10a
● 서평 : 중만생, 간척지적응, 내도복성, 수량 544kg/10a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적응성 신품종 : 2품종

● 평안 : 담수직파 및 이앙재배용, 도복 및 병해에 강함, 
수량 570kg/10a

● 화랑 : 직파 및 이앙재배용, 흰잎마름병 및
도열병 저항성, 수량 536kg/10a

기능성이 우수한 특수미 품종‘흑광’

● 중생(8. 10일 출수)이며 소립이고 흑자색으로
안토시아닌 함량 (532ppm)이 많고, 등숙이 양호함, 
수량 505kg/10a

세계최고수준의고품질친환경쌀개발로소비촉진

가. 친환경 고품질 쌀 및 기능성 특수미 품종 개발

삼광

화랑

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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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해성고품질맥류및사료작물품종

재해에 강하며 품질이 우수한 보리 : 3품종

● 태강 : 도정수율이 높고 취반성이 우수하고 도복과
호위축병에 강한 겉보리

● 동한찰 : 보리쌀이 희고 부드러우며 밥이 잘 퍼지는
찰쌀보리

● 호품 : 원맥 및 맥아품질이 우수하고 호위축병에
저항성인 맥주보리

한국인 기호에 알맞는 국수용 품종‘조농’

● 성숙기(6일)가 빨라 벼와 2모작 재배가 가능하고
● 대립이며 단백질 함량이 높아 한국인 기호에 맞는

국수용

겨울철유휴농경지를활용한부존자원최대생산기반확립

나. 용도가 다양한 고품질 밭작물 품종 개발

코디

태강

조농

국산 조사료 자급화를 위한 사료작물 오차드그라스‘코디’

● 중만생이며 내병 및 내한성에 강하고 도복과
엽비율이 높음

●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성이 높고
수량(건물수량 15,174kg/ha)이 높아
조사료 자급화에 기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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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가다양한고품질밭작물신품종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고품질 다수확 콩 : 7품종

● 두부 및 장류용 품종
- 항산화성분이 높은‘신기’, ‘대망’

● 콩나물용 품종
- 발아율이 높고 부패율이 적은‘보석’, ‘소진’

● 밥밑용 및 풋콩용 품종
- ‘청자콩 2호’, ‘청두 1호’, ‘다진’

식용 및 사료용 옥수수 : 2품종

● 장다옥 : 이삭특성이 우수하고 채종이 쉬운 사료용
● 감미옥 : 저온발아성이 높고 채종이 쉬우며

수량(1,488kg/10a)과 당도가 높은 식용옥수수

새로운 수요 창출이 가능한 고구마 : 2품종

● 헬씨미 : 덩굴쪼김병에 강하고 간식용으로 식미가
우수한 밤고구마

● 바이오미 : 일찍 수확이 가능하며 생식용 및 사료용
물고구마

다양한용도의품종개발로밭작물의안정생산기반확립

헬씨미 바이오미

신기

장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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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 강한 고품질 검정참깨‘강흑’품종

●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많은 검정색으로 도복과
역병에 강함

● 항산화성분 함량이 기존품종보다 높음

품질이 우수하고 기능성인 잎들깨‘상백’품종

● 잎 크기가 균일하고 다수성이며, 
● 비타민C 함량이 많아 잎채소용으로 적합

넓은 지역에서 다수확 재배가 가능하고 기능성분이 강화된
다양한 용도의 땅콩 : 4품종

● 종실용 : 기능성분 Resveratrol 함량이 높은‘대명’, ‘고광’
● 풋땅콩용 :  α-Tocopherol 함량이 높은‘자광’, ‘백중’

기능성이우수한특용작물개발로국민건강증진에기여

대명

강흑

상백

■식생활다양화에기여하는기능성특용작물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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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별

광명

덩굴마름병에 저항성이고 당도가 높은 수박품종 : 2품종

● 강한별, 덩실이 : 당도10.3°Bx 이상

흰가루병에 저항성이고 수량이 많은 애호박 : 2품종

● 광명 : 단원통, 짙은 녹색의 애호박
● 미소 : 장원통, 연록색의 애호박

풍성

추대가 늦고 저장성과 식미가 우수한 쌈 및 샐러드용 상추 : 2품종

● 풍성 : 단맛이 강하고 진한녹색의 중생종 결구상추
● 적사계 : 육질이 아삭아삭하고 맛이 좋은 잎상추

■고품질안정생산을위한채소품종

다. 소비촉진 및 수출용 원예작물 품종 개발



수입종보다 당도가 높은 참다래‘제시스위트’

● 숙기 11월 상순이며 과육이 녹색, 연하고 과즙이 많아
식미 우수

● 당도 17.8°Bx 이상으로 수입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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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가 높은 단경기 생산용 복숭아‘수홍’

● 중생종으로 8월 중순 수확 가능
● 당도(11°Bx)가 높고 산미가 적당하여 식미 우수

대립 고착색 흑색 포도‘흑보석’

● 중생종으로 '거봉' 보다 10일 빠른 9월 상순 수확
● 당도가 18.3°Bx 정도로 높아 소비자 선호 기대

수홍

흑보석

제시스위트

■소비자가선호하는고품질과수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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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국화 ‘화이트데이’장미 ‘휘황’선인장

● 국화 : 흰녹병저항성 스프레이 국화 '가마' 등 5품종
● 장미 : 절화용 적색 장미 '화이트데이' 등 7품종
● 선인장 : 선박수송에 적합한 비모란 선인장 '휘황' 등 6품종

■소비자선호및새로운화색과 화형의수출용화훼품종

‘뷰티프린세스’난 ‘리라’카네이션 ‘샤이니골드’프리지아

● 난 : 화수가 많은 흰색계통 심비디움 '뷰티프린세스' 등 6품종
● 카네이션 : 조기개화, 다수성의 스프레이 '리라' 등 2품종
● 프리지아 : 황색 겹꽃 대륜 조생종 '샤이니골드' 등 8품종

‘에드립스칼렛’ 라디올라스 ‘노블허깅’거베라 ‘쥬얼라이트레드’꽃도라지

● 거 베 라 : 대형 반겹꽃, 다수성 '노블허깅' 등 2품종
● 라디올러스 : 주홍색 조생종 '애드립스칼렛' 등 2품종
● 꽃도라지 : 절화용 연적색 꽃도라지 '쥬얼라이트레드' 등 10품종



■암·수구분생력형양친황견품종 "금황잠" 

● 수번데기 생산용
● 암수감별 노력 92% 및 잠종제조 노력 27% 절감

■강건다수성추잠기용품종 "부흥잠" 

● 누에가루, 동충하초 생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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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라’포인세티아 ‘해오름’아마릴리스

‘금황잠’좌 : 숫고치, 우 : 암고치 ‘부흥잠’좌 : 암누에, 우 : 숫누에

라. 기능성 양잠을 위한 특수용도 누에품종 육성

● 포인세티아 : 연황색 '안젤라' 등 2품종
● 아마릴리스 : 절화수명이 길고 복색계인 '해오름' 등 3품종



2. 식량작물의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개발

13식량작물의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개발

종이멀칭이앙작업 무멀칭 재배 멀칭재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표준재배기술 재정립

● 적정 이앙시기
- 중북부내륙지대 : 5.10 ∼ 5.25일
- 중부산간지대 : 5.25 ∼ 6.10일
- 호남남부지대 : 5.25 ∼ 6.10일

● 지대별 적정 시비량
- 평야지 : 질소비료 10.9kg/10a, 중간지 : 10.4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종이멀칭 기계이앙 재배기술

● 상수원 보호구역, 제초제 사용이 곤란한 지역의 잡초방제 수단으로 이용
● 관행재배와 비교

가. 고품질·친환경 안전 쌀 생산 재배기술

지대별 적정 이앙시기

멀칭종류

PES10㎛+재생지 3.4 97 55∼60 448 500 98
무피복(관행재배) 2.6 - - 441 509 100

결주율(%) 잡초방제가
(%)

매트분해일수
(일)

이삭수
(개/㎡)

쌀수량
(kg/10a) 수량지수



상자회수 및 세척이 필요없는 종이 육묘상자 개발

● 육묘방법 : 평상육묘, 선반육묘
● 모생육 및 결주율은 관행 플라스틱 상자모와 대등

- 초장 12.6∼14.5cm, 결주율은 3.0∼4.3%
- 완전미 쌀수량 : 466kg/10a

(프라스틱 상자대비 2%증)

고품질·친환경쌀의안정생산기술개발과국제경쟁력향상에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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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마당 육묘기 개발

● 못자리 육묘대체, 육묘 공장형 육묘기술 보급
● 육묘공장 대비 시설비 43% 절감
● 못자리 대비 육묘노력 76% 절감, 관개수 87% 절감

일품벼의 완전미율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

● 적정 질소시비량 : 8.8kg/10a
● 재식 도 : 재식거리 30×14cm, 주당본수 5본

종이육묘상자

앞마당 육묘기



2003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15식량작물의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개발

쌀 수확후 관리기술 개발

● 현미 저장시 저장능력 증대
- 벼 대비 중량 41%, 부피 29% 감소

● 저장조건별 쌀 품질 변화
- 저온저장(15℃) : 지방산도, 환원당 감소

● RPC 벼 저장시 냉각기 사용시기 설정
- 4월 이후(저장고 20℃이상), 15℃ 유지

소형 완전미 도정수율 자동판정 시스템 개발

● 구성 : 정선, 제현, 정미, 색채 및 입선별 시스템
● 각 시스템 자동·수동제어 가능

(0.1g 계측 가능, 오차 0.3%이내)
● 시료투입량 : 0.5∼1kg
● 가공시간 : 40분/회
● RPC에서 원료벼 품질 판정용이

고품질쌀 브랜드 개발 및 기술지원

● 브랜드 개발 : 일품쌀 완전미(경기 화성), 신동진쌀, 미리내쌀(김제 등 4지역), 
주남쌀(경남 양), 상미쌀(경북 상주)

● 기술지원 : 품종 선정, 시비관리, 수확 후 품질관리 등

고품질농산물의생산및유통시스템조기정착

나. 쌀품질 고급화를 위한 수확후 관리기술 및 브랜드 개발

소형 완전미 도정수율 자동판정 시스템

완전미생산 시설



논 토양 콩 재배적지 구분

● 분류기준 : 지형, 토양배수 등 6개 요인
● 적지 : 8.6%, 가능지 : 51.6%, 부적지 39.8%

논 재배시 습해경감을 위한 적정 두 조성

● 습해 및 도복 방지 : 고휴 1~2열 재배
● 수량성(평휴대비) : 고휴 1열 31%, 2열 22% 증수

점파식 기계 파종기를 이용한 생력기계화

● 입모간격 균일, 수량 209 → 233kg/10a
● 노력시간 : 인력 관행대비 82% 절감

담근먹이용 총체맥류 수확적기 확립

● 보리, 트리트케일 : 호숙기
● , 귀리, 호 : 유숙기

사료용 총체보리 현장 실증효과 구명

● 경종농가 : 동계 유휴농경지 소득화(240만원/ha)
● 축산농가 : 경제적인 가격으로 양질 조사료 확보
● 정 부 : 안정적인 조사료 자급기반 구축(30만ha)

신기술조기정착으로생산성및농가소득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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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콩 논재배 및 조사료용 총체맥류 생산·기술 개발

적지(장계통)

부적지(석천통)

트랙터 부착 휴립 점파기

총체사료용 보리

곤포사일리지 조제



3. 원예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

17원예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

엽채류 기능성 물질 증진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

● 시금치에 자외선 7일간 조사 : α-토코페롤 함량 4.5배 증가
● 전용 배양액 조성 : Se, Ge, Fe, Ca 등 미량원소 함량 증진

포도 거봉품종 수확기 판정용 산도측정기 및 칼라차트 개발

● 농가현장에서 산도측정이 가능한 기술 개발로 성숙과
수확 가능

● 칼라차트 : 10단계 숙도별 칼라사진, 
당도 및 산도 조견표

● 휴대형 포도 산도측정기 : 과실 적정 산도 도달시
수확가능

국화 하절기 기형화 발생억제에 의한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 기형화 발생시기 : 단일처리 후 14∼20일(14:00∼18:00의 고온)
- 방지대책 : 암막처리 전 28℃이하 관리, 18시이후 암막처리

● 근적외선 투과분광법으로 홍삼 내부품질
비파괴 실시간 판정

● 품질판정 속도 및 정확도 : 1,800지/시간
(인력대비 1.5배), 90% 이상

● 소요경비 : 8,929원/1,000지
(인력대비 △23%)

홍삼 비파괴 내부품질판정시스템 개발

가. 원예작물 상품성 향상기술 개발

홍삼 품질판정 원리

‘거봉’칼라차트



휴대형 비파괴 감귤 당·산도 측정기

● 무게 : 3kg(과원에서 실시간 품질측정 가능) 

● 정 도 : 당도 (0.3°Bx), 산함량 (0.05%)

유통중 감귤 부패율 억제를 위한 선과기 주변장치 개선

● 세척장치 : 일반솔 → 우레탄스펀지(부패율 8%감소)

● 건조장치 : 열풍 → 송풍건조(부패율 4.4%감소)

중량식 수박선별기 개발

● 선별방식 : 로드셀(Load cell)에 의한 중량선별

● 선별범위 2∼30kg, 6∼8등급 선별(음성으로 등급을 알려줌)

● 각 농가별, 등급별 선별 갯수 등 선별 결과표 출력

● 성능 및 소요경비 절감효과

- 시간당 선별과수 : 610 → 980개 (60% 성능개선)

- 소요경비 : 128천원/1000개 → 89천원(31% 경비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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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형 비파괴 당·산도 측정기

트레이 및 로드셀

중량식 수박 선별기



2003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19원예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

일시수확형 고추 육성계통의 지역적응 및 농가실증 추진

● 생력 211호 등 6품종 지역적응시험 : 경북 등 4개 도원 공동
● 생력 213호 등 2품종 농가실증 : 서산 등 전국 11지역

생산비 절감을 위한 일시수확형 고추의 일관생산기술 개발

● 고추 조기 일시수확을 위한 집중착과 및 착색촉진방법 개발
- 석회유황합제 살포로 초기 낙화 유도 : 착과수 13% 증가
- 수확 1개월전 디니코나졸 수화제 살포로 적색과율 10%증가

● 일관생산 모델개발(플러그육묘+기계정식+유인) : 생산비 46% 절감

나.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재배기술 개발

석회유황합제 살포 낙화 플러그육묘 기계정식

일시수확형 고추‘생력 211호’ 일시수확형 고추‘생력 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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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을 위한 마늘 생력재배기술 개발

● 마늘은 생산비 중 종구비(24%)와 노력(44%)이 많이 소요됨
● 남도마늘 대주아이용 생력 재배법 개발

- 벼육묘 상자 이용으로 노력시간 79.5% 절감(관행 146시간/10a)
● 주아부착 그물 테이프 이용기술 개발 : 수확 노력 86.3% 절감

마늘 대주아 모습 대주아 파종 구마늘

주아선별기

마늘 주아분리 선별기 개발

● 총포분리·정선·선별·배출 일관작업
● 2단 롤러에 의한 총포 분리, 진동체 3등급 선별
● 선별체 교체로 다양한 크기의 주아선별 가능

- 작업성능 : 30kg/시간(인력대비 3.6배)
- 소요경비 : 684원/kg(인력대비 △21%)



2003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21원예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

비닐하우스 세척기 개발

● 비닐하우스 지붕 외부 물뿌림, 브러시 세척 일관작업
● 광투과율 9∼10% 향상

- 작업성능 : 0.5시간/10a (인력대비 △83%)
- 소요비용 : 11.2천원/시간 (인력대비 △12%)

주요원예작물생산비절감기술실용화로국제경쟁력제고

박과채소 맞접식 접목로봇 개발

● 접목방법 : 클립으로 고정하는 맞접식
● 묘의 공급은 수동, 절단·클립공급·접합·배출은 자동식
● 대상작물은 오이, 수박 등 박과채소

- 작업성능 : 600주/시간(인력대비 2배)
- 소요경비 : 14,213원/500주(인력대비 △28%)

세척기 모식도 비닐하우스 세척작업 광경

박과채소 접목장치

플렉시블 브러쉬
감속기

엔진

핸들

보조핸들



석유대체 정 온도조절 석탄온풍난방기 개발

● 온도편차 1℃이내로 온도 정 조절 가능
● 1회 석탄공급으로 1∼2일 가동
● 경유온풍기 대비 연료비 50% 절감

- 촉성오이 : 경유 2.4 → 석탄 1.2백만원/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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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력이 뛰어난 다겹 보온커튼 권취(捲取)식 개폐장치 개발

● 그늘과 고장이 적은 권취식 개폐시스템 개발
● 부직포 커튼대비 연료비 46% 절감(풋고추 반촉성 재배)

- 경유 소비량 : 부직포 1,233 → 다겹커튼 667ℓ/10a

태양광 발전 온실 천측창 개폐시스템

● 흐린날 4일 지속시에도 온실 750평(20개) 온실개폐기 운용 가능
● 무전원지역의 온실과 정전시 비상용 전원으로 이용

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석탄온풍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예인권취방식

태양광 발전장치 온실천창 개폐기



2003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23원예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

시설화훼용 제습기 개발

● 제습된 찬공기와 더운공기를 혼합하여 온풍으로 제습하는 방식
● 기존 제습기의 열교환기 분리배치로 저온에서도 제습 가능

- 기존 제습기는 저온시 성애발생으로 농업용 사용곤란
● 온실내 상대습도를 70∼80% 로 자동유지
● 제습성능 : 5∼7ℓ/시간(15∼25℃)
● 호접란 온실에서 제습시 잿빛곰팡이병 제로화

히트펌프이용 양액베드 냉·난방시스템 개발

● 양액재배시 근권부를 생육적온으로 냉난방하여 여름철에도 재배 가능
● 양액베드 난방연료비 87% 절감, 냉난방 비용 34% 절감
● 냉방시 수확량 증가 : 오이 26%, 장미 4%
● 특허등록(제407075호) 및 산업체 기술이전('03)

호접란 온실에 설치된 제습기 제습원리

장미온실의 냉난방시스템 냉난방시스템 구성도



사용이간편한경량농기계의개발로여성농업인의능률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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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령화 부녀자화에 따른 경량 농기계 개발

방제 자동릴

도라지 세절기 개발

● 투입, 세절, 배출 일관작업형, 회전칼날 2단 배치로 도라지 균일세절
- 상부칼날(전후배치)과 하부칼날(좌우배치)을 90。로 배치

● 두께 4mm로 균일 세절하여 상품성 향상
- 인력세절시 3∼8mm로 편차가 크고, 손실량 증가
- 작업성능 : 105kg/시간(인력대비 9.4배)
- 소요경비 : 96원/kg(인력대비 △77%)

도라지 세절기

세절한 도라지

동력분무기용 호스 자동권취장치 개발

● 리모콘에 의한 자동 감김·풀림으로 혼자서도 방제작업 가능
● 전원 : DC 12V 또는 AC 220V, 최대제어범위 : 200m

- 작업성능 : 1.8시간/ha(관행대비 10%우수)
- 소요경비 : 44천원/ha(관행 대비 21%절감)



4.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

25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

털색관련 유전자 (MC1R)를 이용한 한우·젖소고기 판별기술 개발

● 한우·젖소판별 신뢰도 100%
● 한우와 젖소고기 DNA 판별방법(MC1R) 특허 출원 및 산업체 기술이전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종합사양기술 개발

● 고급육 생산 한우 전용 섬유질배합사료 및 사양프로그램 개발
-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 : 93% (일본화우 87%)

가. 쇠고기 판별 및 품질고급화 사양기술 개발

유전자 감식법 이용 한우고기 판별

육질 1+등급 한우고기

100

75

50

25

0
한우거세우평균 축산연 일본화우

55

93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

87

한 우

앵커스 홀스타인

DNA 추출
고기·뼈·사골 등

PCR에 의한
유전자 증폭

전기 동
판정

제한효소

350bp

수입쇠고기 한우고기



한국형 우량종돈 개발·보급

● 한국형 모계 종돈 개발 및 상표 출원 : 畜振랜드, 畜振요크 2계통
- 유전적 특성 : 균일도 제고, 물퇘지고기 유전자 제거, 강건한 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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畜振랜드 畜振요크

축산물의고급화로소비자기호에맞는축산물의제공

재 래 닭유산균급여시장점막조직

돼지고기 육질개선 및 생산성 제고기술 개발

● 단백질 급여수준 조절에 의한 근내지방도 개선
- 조단백질 수준 : 16% → 11, 근내지방도 : 1.3 → 2.3

● 비타민 E 첨가에 의한 돈육의 저장성 개선
- 유통기간 중의 지방산패도 감소 : 9.6∼18.6%

● 중성 아미노산 증량급여로 모돈 생산성 향상
- 포유기간 중 모돈 체중 감량 감소
: 18.4kg → 12.7(31% 개선)

닭 사양관리 기술 개발

● 고부가 가치 사료첨가제 개발 및 산업화 : 2개 업체 기술이전
- 5주령 체중 50∼100g 증가, 암모니아 발생량 50% 감소

● 암수분리 사육에 의한 실용재래닭의 균일도 향상 : 39.7 → 44.5%

근내지방도 증진 돼지고기



2003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27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

한우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개발

● 전자이표를 이용한 신기술 인증('02. 7, 산자부 기술표준원)
● 시범운 : 안성축산진흥공사(도축장), (주)드림엑스팜(가공장)

축산물 품질평가 및 안전성 확립

● 소 도체 근내지방도 및 육색에 대한 상분석 프로그램 개발
● 한우 및 돼지의 생축 및 육질·육량 판별기술 개발

→ 중앙초음파처리서비스(CUPID) 실시 : 축산연 ↔ 축산농가

● 돼지 냉도체 육질등급 기준설정 ('04. 7. 1 시행)
- 근내지방도 5단계, 물퇘지고기(PSE) 및 암적색육(DFD) 판정
- 근내지방도 기준설정(6단계)

나.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안전성 확립

축산물 이력추적시스템 설정

NO.1 NO.2 NO.3 NO.4 NO.5 NO.6

근내지방도 부도



● 닭고기 등급제 기준제정(농림부 고시)
- 계란등급 현장적용(시범실시) : 8개소

돼지 사육농가 HACCP 기준설정 및 프로그램 개발

● 돼지 사육단계 HACCP 및 사료, 잔류물질 기준 설정
● 농가위해요소 중점관리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료의 안전성 제고 기술 확립

● BSE 예방 동물성 단백질 혼입판별 분석법 확립
- 현미경 검사법, ELISA법, PCR법 확립
- 동물성단백질 혼입판별 검정기관으로 지정

('03. 5, 농림부)
● 항생제 대체 천연생리활성 물질 선발

- 부추 : Scallion, 옻나무 : Flavonoid 등

축산물이력추적시스템구축에의한등급화및
유통규격화로소비자의신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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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장소
( 문 3자리)

등급판정표시

생산자번호(숫자 2자리)

계군번호(숫자 2자리)

등급판정일자(년월일)



5.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기술개발

29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기술개발

유전자원 DB구축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 인터넷 분양시스템 정착 : 보존종자, 유전자, 클론 및 농용미생물 등 5만점
● 유전자원 기초정보화 : 153천점
● 유전자원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양체 관리기관 34개소

동물유전체정보센터 설치

● 생물정보시스템의 자료 규격화 및 DB표준화 설계

가. 농업생물자원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국가 유전자원 보유 기관간 인트라넷 망 구축 및 정보 공유

동물 유전체 정보 DB 활용시스템 구성도



농업생물자원의 대량염기서열 및 기능분석

● 벼 유전체 정 분석 및 정보 종합화
- 벼 1, 9번 염색체 완전염기서열 해독 → 정 유전체 정보공개(5Mb)

● 전이인자 삽입변이체 대량창출 및 기능분석
- 벼 Ds 전이계통 육성 : 2만점 → 기능분석 8천점 웹사이트 구축

● 배추 게놈분석 국제컨소시엄 주도 기반기술 확보
- 배추 1번 염색체 완전해독 착수 : 1번 염색체 크기(85Mb)
- 염색체내 유전자의 위치결정 : BAC-FISH기법 활용
※ 국제컨소시엄 결성 : 미국, 국, 호주 등 10개국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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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생명공학의 원천기반기술 개발

벼 9번염색체 Gap-filling 전략 및 유전자 명명

염색체 번호부여 및 구조분석 기술(FISH)



2003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31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기술개발

● 벼 흰잎마름병균 유전체 완전해독 및 기능 연구
- 유전체 완전해독 : 4.98Mb (4,701유전자)
- 기능유전체 연구를 위한 돌연변이체 pool제작 (2만점)

가축의 유용유전자 개발 및 기능분석

● 한우의 기능성 발현 유전자 단편(EST) library 구축
- 10천여개 EST 클론 확보

: 1,745개 Genbank(미국 BT정보센터) 등록
- cDNA microarray 제작

: 지방유래 유전자 800개/50장

● 돼지 경제형질 관련 QTL좌위 미세연관지도 작성
- 4번, 6번, 7번 염색체 : 5cM 간격

● 재래돼지 BAC 물리지도 작성 및 분석
- 물리지도 작성 : SSC 6q 28~32 구간
- clone 전장 염기서열 해독 : 3.1Mb

BAC 클론을 이용한 물리지도

한우 유전자단편 GenBank등록

재래돼지 BAC 물리지도

BAC
Physical
map

돼지 양적형질 미세연관지도

QTL fine Linkage map



■우수형질전환식물체개발및안전성평가

고부가가치 들깨 육성 : 제초제저항성, 비타민 E 강화 등 2종

● 제초제저항성 36계통, 비타민E 대량생산 60계통 확보
● 알파토코페롤 고함유 들깨 : 종실 중 알파-토코페롤 20배이상 증가
● 들깨 기름 이용도 증진 및 건강식품 개발 중

항균유전자 및 물질 고속탐색시스템 개발 : Meta-genome 기술

● 토양 DNA 분리, 은행 작성, 대량분석시스템 개발
● 300천개 스크리닝

: 색소관련(4종), hemolytic(7종), 항균유전자(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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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부가 신기능성 형질전환 식물체개발 및 안전성 평가

형질전환 과정 및 α- 토코페롤 대량생산 들깨

색소관련 유전자 클로닝(좌) 및 배양액 차이(우)

닭 뉴캐슬병 바이러스 백신 생산용 형질전환 사료작물 개발

● 항원유전자 : 닭 뉴캐슬병 바이러스로부터
유전자 2종 분리

● 대장균내 항원단백질 발현 및 식물형질전환
운반체 제조 : 알팔파에 도입

알팔파 재분화 과정



2003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33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기술개발

■유전자변형작물검정및안전성평가

GMO 안전성 확보기술 확립

● 제초제저항성 벼, 고추, 들깨, 바이러스 저항성 감자 등 4종
● 유전자 안정, 특성검정, 약해, 근권미생물상 등
● 형질전환체 고정(Event생산) 및 특성검정 관련 기술 개발완료 : 5종

GMO 판별기술 개발

● GM옥수수 정성, 정량분석법 확립 : GM옥수수(NK603, TC1507)

세대간 유전자 고정(좌), 약해검정(중), 고추 기본 생육특성(우)

GM옥수수 정성분석법

농업바이오안전성 정보 문홈페이지 구축

● GMO동향, 안전성확보, 심사현황, 국제BCH 등 25만건 구축 등

농업바이오안전성정보센타(AB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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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0
Wild 4-11-4 4-11-8 4-13-4 5-17-1 5-17-2 5-22-1 5-22-8

초장
주경장



형질전환 가축이용 바이오장기생산 기술 개발

● 바이오장기생산용 유전자 구축 : 2종
- 이종간 면역관련 유전자 hDAF 및 GT1 knock-out 벡터 구축
- GT1 유전자 도입 체세포란 이식 : 27두

● 인체 면역관련 유전자 클로닝 및 재조합 : 2종

형질전환 가축이용 바이오신약 생산 기술 개발

● 조혈촉진유전자(hEPO) 보유 형질전환 돼지「새롬이」산업화
- 유즙내 EPO 분리정제 기술 확립(「새롬이」후대 57두 보유)

● 생리활성 유전자 도입 형질전환 가축 확대 생산 : 1종('02) → 3종('03)
- 외래유전자 이용 형질전환 가축 생산 : tPA 유전자 도입돼지 등 2축종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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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바이오 신약 및 장기 생산용 형질전환 동물개발

정제된 조혈촉진제 활성 검정 형질전환돼지 오줌내 tPA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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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장기생산
형질전환 복제돼지

이종간 이식용
바이오장기 공급



6. 새로운 농업소득자원 개발 및 산업화

35새로운 농업소득자원 개발 및 산업화

양잠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향상 기술

● 실크와 양모단백질을 이용한 천연실크 염모제 개발
- 염색효과 : 색상발현 및 염료 침투력 220% 증가

● 대량수집 가능한 누에똥 수집장치 개발
- 수집량 36% 증가, 수집노력 대비 37% 증가로 농가소득 증대

가. 전통 양잠산물 및 버섯의 소득증대기술 개발

실크함유 염모제 누에똥 수거장치

상황버섯을 이용한 라면 개발 산업화

● 항산화 효능이 높은 상황버섯 추출액 제조 조건확립(특허출원)
- 가압추출시 20배 이하의 가수 1시간 추출

● 기술이전 및 상품화 :  진주상황버섯 농조합법인



곤충자원 정보의 DB구축 및 활용

● "한국의 곤충자원" 웹페이지 구축 : 곤충자원관, 멀티미디어관 등
- 문서자료 250종 4,500건, 이미지자료 250종 750건

● 왕귀뚜라미의 대량사육체계 개발
- 사육상 입체모형 : 덩굴인조 잎＋계란판 (성충화율 2.4배 향상)

화분매개용 뒤 벌의 대량생산 및 이용

● 월동여왕벌 보관법 (온도 : 2.5℃, 습도 80%이상)   
- 육종 및 시험용 여왕벌 보관 : 병+월동형상자
- 산업용 대량 여왕벌 보관 : 원예용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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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곤충자원의 산업적 이용 및 복원기술 개발

● 호리병벌과 곤충을 이용한 환경 평가 기술 개발
- 지표종 : 황슭감탕벌, 먹조롱박벌, 줄무늬감탕벌, 왕가위벌

A : 황슭감탕벌(Anterhynchium flavomarginatum) B : 먹조롱박벌(Isodontia nigellus)
C : 띠호리병벌(Orancistrocerus drewseni) D : 왕가위벌(Chalicodoma sculpturalis)

환경평가 지표종

A B C D

사이버곤충생태원 구축 귀뚜라미 사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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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새로운 농업소득자원 개발 및 산업화

● 서양뒤 벌의 시설하우스 내 측창망 설치
- 방화흔 80%이상 유지기간 연장 : 5 → 6주

● 꿀벌의 화분매개 이용작물 다양화 : 2 → 4작목(고추, 피망 등)

멸종위기 곤충 복원기술 개발

● 인공조성‘곤충생태원’의 복원 가능 확인
- 조성 3년까지 곤충 종수 급격히 증가 뒤 안정화 상태
- 서식곤충 : 딱정벌레목32%, 벌목 17%, 파리목 16%, 나비목 16%

육종용 산업용

서양뒤 벌의 방화 활동 시설내 꿀벌화분매개

곤충관찰관 곤충생태원



7.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기반기술의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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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자원조사 및 농업토양정보시스템 구축

● 세부정 토양조사 : 민통선 해제지역 등 미조사지역 37천ha 조사완료
● 농업토양정보 시스템(ASIS)구축 기반 완성

- 농업토양정보 종합관리시스템구축 : 전국 170개 시·군 등 71개(42%) 완료

● 농경지 토양수분 자동측정시스템 구축 : 특허출원
- 측정간격 : 2주 → 연속·실시간으로 측정 가능
- 소요시간 : 2∼3일 → 즉시 측정

온실가스 정 측정시스템 및 논의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측정방법 개발

● 메탄,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동시 측정 시스템 개발 : 6억원 경비 절감
● 온실가스 국제협약 이행시 탄소 거래권으로 활용

농업토양정보의웹서비스시스템구축으로저투입농업실천

필지별 토양정보 토양수분 자동측정시스템

논에서 온실가스 배출·흡수 추정 및 전망 온실가스 정 측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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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환경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종합관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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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기반기술의 체계화

합리적인 토양비옥도 관리기술 개발

● 토양비옥도 관리 기준 개선

● 벼 질소 표준시비량 조정
- 수량·곡물가·비료가 기준 → 환경 향·시비효율 추가
- 토양검정시비량 : 토양화학성 → 토양유형별 시비추천기준 설정

시설재배지 토양의 EC 증가 요인구명 및 양분관리기술 제시

● 토양 EC 증가원인 : 주요인자 Cl-〉NO3
--N〉Mg2+〉K+〉SO4

-순
● 양분관리 :  EC 3.0 dS/m 이상시 질소(NO3

--N)와 Mg2+ 및 K+ 시용조절

농업 양분지표 기준설정 연구

● 농경지 양분지표(질소) 작성 및 OECD 제출
● 현재의 질소수지 251kg/ha → 179kg/ha 으로 감축토록 시책반

나. 작물양분의 종합관리(INM)기술 개발

구 분 현 행 개 선

논토양 산도(pH) 6.0∼6.5 5.5∼6.5

볏짚퇴비 시용량 토양유기물함량 20g/kg이하 1.6 1.2 ton/10a

(사양질논) 토양유기물함량 20∼30      1.2 0.75

구 분 보 통 답 사 질 답 습 답

현행 11.0kg/10a 13.0 13.0

조정 11.0 11.0 10.3



가축분뇨 활용기술 및 바이오가스 이용기술 개발

● 액비(가축분뇨) 사용 지침서 작성 보급(각 도원, 기술센터, '02)
● 논 토양 특성별 액비 이용기준 설정 : 평야지, 곡간지, 토성
● Biogas 전기 발전시스템 개발 : 기술이전('02), 특허등록('03)

음식물쓰레기 퇴비 시용에 따른 환경 향

● 미숙된 음식물쓰레기 퇴비 시용시 시용 초기(이앙기) 암모니아 가스 발생
- NH3 발생 : 미숙퇴비 328∼550mg/kg (화학비료 13∼39mg/kg)

●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무기태 질소 비율(시용 후 30일 기준 비료가치)
- 화학비료 100, 퇴비 유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퇴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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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기술 개발

Biogas 이용 시스템 적용 사례 : 제주

화학비료 재배 음식물쓰레기 퇴비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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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기반기술의 체계화

유기자원 적정사용기술 개발

● 유기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의 유기자원 활용실태 조사(31농가)
- 유기물 사용량 : 엽채류 및 과채류 4,000㎏/10a로 과다사용
- 단기성 엽채류는 양분함량이 비교적 많은 돈분, 계분퇴비 이용
- 밭 토양에서 동일유기물 장기연용 효과 구명
- 헤어리베치 및 채종유박은 이분해성 유기물로 양분공급 효과가 큼
- 돈분왕겨퇴비 및 볏짚퇴비는 난분해성으로 유기물함량이 증가

윤작도입에 의한 밭토양 비옥도 관리기술 개발

● 겨울철 휴한기 호 도입에 따른 밭 잡초발생량 경감효과
- 잡초발생량 : 호 환원으로 호 무환원 대비 52% 감소
- 어저귀, 참방동사니의 발아억제효과
- 호 에 의한 양분공급량 : 30kg/10a
- 잡초에 의한 양분손실 경감 : 호 무환원 대비 31% 경감

토착내성균근의 유기농법 이용가능성 탐색 연구

● 유기농법 재배지에서 분리한 우점 내생균 2종 선발
- 균근접종에 의한 유묘생산으로 토양양분 이용율 향상 : 유기농가의 적용기술

국제기준(CODEX)에부합된유기농산물생산체계확립

라.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체계 확립

호 도입에 따른 잡초발생량 경감

Scutellospora sp. Acaulospora sp.

내생균



8.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병해충·잡초
종합관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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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농작물에 대한 국내발생 병해충·잡초 조사

● 농과원,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46기관 참여
● 벼, 사과, 고추, 감귤 등 4작물 31종의 병해충 대상 조사
● 병해충·잡초 발생정보 분석·정리 후 웹서비스 제공

곤충표본관 운

● 곤충표본실에 소장 중인 표본정보 DB화
- 채집정보 약 8만7천건, 표본 이미지 정보 1만7백건, 생태사진 6천7백건
- 구축된 DB 정보 제공 중 (홈페이지 : http://insect.niast.go.kr)

농작물병해충·잡초의발생정보실시간제공

가. 병해충·잡초의 발생감시체계 구축 및 피해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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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병해충·잡초 종합관리기술 개발

벼이삭누룩병 수량 감수모델 개발

● 수량예측 모델 : Y = -0.1182X ＋ 99.99 (적중도 67%)
- 이삭누룩병 10% 발생시 벼수량 1%감소 (R2 = 0.67)

흑다리긴노린재 도별 반점미 발생예측 모델 개발

● 주당 흑다리긴노린재 4마리가 16일 흡즙시 반점미 4% 유발

벼 이삭누룩병 피해

건전미발병미

흑다리긴노린재에 의한 반점미

피 경합 도별 경제적 피해한계 수준 설정

● 경제적 피해한계 도 설정(본/10m2)
- 10m2당 피가 10본 발생시 벼수량 5% 감수(R2=0.8950)

피 발생으로 인한 피해



흰가루병 방제용 중복기생균 상용화

● 국내 최초 미생물농약 등록 및 중복기생균 상품화
● 상품명 : 에이큐수화제(균주 : Ampelomyces quisqualis AQ 94013)

안전농산물생산공급으로소비자와생산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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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잎굴파리 피해(좌) 및 성충(좌상), 굴파리좀벌(우)

나. 농약사용절감을 위한 생물적 방제기술 개발

시설재배지에서 천적을 이용한 아메리카잎굴파리 방제

● 굴파리좀벌(천적) 방사량 : 암컷 성충 0.5마리/주/회(3회 방사)
● 방제효과 : 무처리 대비 71 ∼ 88%

천적에 대한 저독성 농약 선발(생충률 70% 이상)

● 나팔이리응애 : 살균제 26종, 살충제 11종
● 오이이리응애 : 살균제 19종, 살충제 5종

시제품 무처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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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콩 생육시기별 요방제 도 구명

착색단고추 과실·줄기붉은썩음증상 발생원인 및 방제기술 개발

● 병원균 동정 : Nectria haematococca (자낭균, 국내미기록종)
● 생육온도 및 전염방법 : 5∼35℃, 최적 25℃, 종자 및 공기전염
● 종자소독, 생육기 관주용 방제약제 선발 : 프로라츠 망간 등 2종

원예작물 바이러스 복합진단기술 개발

● RT-PCR 이용 : 고추 바이러스 CMV 등 5종, 
시간 및 비용 50% 절감

● 칵테일 ELISA진단키트 개발
- 가지과 바이러스 TMV 등 4종 동시진단, 

시간 및 비용 45% 절감

병해충종합관리기술보급으로화학농약사용절감

다. 농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

해 충 명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콩 생육시기

도(성충 마리/5주)

착협기

2

성숙기

6

립비대시~립비대성기

3~4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과실병징 병원균 자낭

<RT-PCR> <ELISA>



생식 채소류 잔류농약 경감기술 개발

● 고추의 세척·가공·조리방법별 잔류농약 경감효과 구명

● 상추·쑥갓의 세척방법별 잔류농약 경감효과
- 세제는 물보다 농약제거효과가 높으며, 수세는 수용성약제에 대한 제거효과가 높았음

● 농작업자 농약 위해성 평가기법 확립
- 농작업자 농약살포작업 중 농약노출량 측정법

(Patch 법) 개발
- 작목별, 농작업유형별(조제, 살포), 제형별 농약

노출량 모델 개발

농산물중잔류농약제거로안전한먹거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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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소류 잔류농약 경감 및 수출용 원예작물 애로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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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예농산물 안전생산기술 개발

● 대일수출 착색단고추 농약잔류기준 초과검출 원인 구명
※ 착색단고추 시설재배 중 에토프입제 사용규제 필요

<원인1>토양처리→약제증발→점적→낙하 <원인2>양액처리→용해→약제흡수이행

● 수출용 원예작물의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
- 대일수출용 채소류(6작물), 수출용 과실류(6작물)

※ 지침서(1,500부)의 수출업체, 생산 농업인 배부

● 착색단고추 적용농약 등록 및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 32성분

● 수출 장미의 화변부패 원인구명 및 발병억제기술 개발
- 발생원인 : 잿빛곰팡이병균 저장 유통중 전염 확산
- 발병억제기술 : 농약대체물질 등 3종 선발 처리방법 개발
- 발병율 40 → 5%이하로 억제, 년간 3,750만본 수출증가

안전한생산기술지원으로농산물수출증대

관행 보존제 처리 개발 보존제 처리



9.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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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공익기능의 가치평가 및 지원

● 다락논 경관의 공익적 가치 : 2.2억원/년(지불의사 : 가구당 월 17,487원)
● 농촌생활, 농업생산여건을 고려한 농촌지역 유형분류 : 4유형

※ 홍보용 만화책자 발간 : 18천부(초중등 교육자료로 활용)

녹색관광 수요창출형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 농업·농촌·공예·향토음식 체험프로그램 개발 : 10종
● 민박경 매뉴얼 개발 : 경 조건, 마케팅 전략 등
● 마을별 녹색관광 자원조사 및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 5개마을

농촌의공익적가치제공으로농촌의중요성고취

가. 농촌의 공익기능 가치개발 및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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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어메니티 자원관리시스템(ARMS) 개발

● 자원발굴 및 DB 구축 : 50지역, 4,709건
● 내용 : 자원규모, 속성, 관리상태, 사진 및 동 상 자료

● 농촌 어메니티자원 표준조사표 및 지침 개발 : 36종
● GIS를 이용한 지역자원 분석 및 자원관리 모델 개발 : 4유형

첨단매체(PDA-Tablet PC)를 이용한 현장 자원조사 시스템 개발

● PDA와 Tablet PC를 이용하여 어메니티 자원조사의 정확성 확보

농업농촌 전통지식의 개발가치 평가 및 자원화

● 한국전통지식자원 분류안 개발(KTKRC) : 109항목(국제 지식재산권화 대응)
● 전통지식 발굴 및 목록화 : 천연염색 등 873종

나. 농촌어메니티 자원보전 및 관리기술 개발

분 야 세 부 자 원 명 자 원 수

생태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

1,796

2,492

421

지형, 동물, 수자원, 식생 등

전통건조물, 유명인물, 전설, 농업경관, 하천경관, 산림경관

생활·정보·생산기반시설, 도농교류, 공동체활동, 행사 등

첨단매체(PDA-PC)이용한 현장 자원조사 시스템

천연염색기술 전통지식자원 활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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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술 유적·유물 민속 공동체활동 경관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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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안전 및 건강관리 정보 지원

● 농업인의 작업과 건강관리 시스템 웹서비스 구축
- 농작업설계, 에너지소비량 계산, 직업성 질환평가 등

● 농작업 안전관리 핸드북 발간 : 7종

농촌생활실태 조사·분석 및 변화예측을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

● 국가공인 자료생산 : 8개 부문 390개 지표, 187개 지역 1,870가구
● 농촌사회의 종단적인 조사 분석 : 4개 지역

● 농촌노인 생활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 3 역, 12종
- 농활동, 가정활동, 지역사회활동프로그램

여성농업인 노동가치의 경제적 평가 및 지위지표 개발

● 농업인으로서 직업적 지위 인정을 위한 노동가치 제시
- 쌀 농가에서 여성의 남성노동력 대체효과(trade-off) : 86%

● 성 인지적(性 認知的) 통계생산 지표 제시 : 여성복지권 등 3 역 17항목 33지표

농촌복지향상으로농촌생활에대한충족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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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인 복지서비스 향상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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